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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99,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streetcar was held in Seoul, the second ever to be held in Asia. The
streetcar cut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of Seoul, passing through the East Gate (Heunginjimun) and the
West Gate (Donuimun) of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This new means of transportation breathed

반면에 수도 안팎을 통제하는 도성은 그 고유한 역할을 잃었습니다. 기능을

new vitality into the city. But the unique function of the City Wall of Seoul, which controlled the inner and

상실한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

outer areas of the center of the city, was lost. Facilities that lose their function lose their very existence. This is a

계적으로 일어났고, 세계의 도시성곽은 하나 둘 허물어져 갔습니다.

common fact throughout the world. One by one, the many city wal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City Wall
of Seoul, began to lose their purpose of existence.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은 서울은 지금 어떤 모습
일까요? 서울의 한양도성은 전체 70% 넘는 13㎞의 성벽과 6개의 성문이 도

What does Seoul look like today? Seoul is a city that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rate of urbanization.

심 속에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는 다섯 궁궐과 종묘,

Currently, 70 percent of the City Wall of Seoul, which is 13 kilometers of city wall and 6 numbers of wall gates,

사직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산과 근대 건축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

still remain in the city. Also, historical heritage, including 5 royal palaces and shrines of the Joseon Dynasty

금도 서울 도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 유적이 드

and modern architecture of the modern times, remain in the city as well. Even today, many construction

러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년 전 서울시 신청사를 건설

projects throughout the city are being halted because historical relics are being discovered during excavations.

할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 부지 지하 5m 깊이에서 조선시대 무기와 생

A few years ago, when the new city hall building of Seoul was being constructed, many historical relics

산시설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고민 끝에 이 유적을 발굴 상황 그

including those of the Gungisi (Weapons Arsenal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discovered. The Seoul

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사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

Metropolitan Government, after much deliberation, decided to preserve the Gungisi relics and created an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사례로 평가

exhibition hall in the basement level of the new city hall building for the citizens to visit and observe. This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

effort is regarded as an excellent example of harmony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But it took much

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개발의 압력이 지

time and money. This is especially so for mega cities like Seoul. There is still much pressure for development

속되고 있고, 거대한 자본과 개발이익이 역사유산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습니

and construction, and almost always, the demand for capital and profit clash with the values of preserving

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o protect our preciou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here needs to be more

이해가 필요합니다.

consensus and understanding from the people.

최근 서울 도심의 남산 회현자락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도성이 발굴조사를 통

Recently, the remains of the City Wall near the foot of the Namsan Mountain (Hoehyeon) was discovered

해 드러났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도성을 허물고 지었던 조선신궁의 건물지도

during excavations. And the remains of the Chosen Jingu (Shinto Shrine) was discovered layered on top of the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전통의 유산과 이를 파괴한 식민지 유

remains of the City Wall as wel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opes to preserve the historical value of

산이 공존하는 이곳의 역사를 존중하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this area, which was coexisted by a precious historical heritage and a destructive imperial relic. And we hope to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한양도성 성벽을 보면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도성을

share this with the citizens. If we look at the City Wall, we can see that our ancestors constantly developed new

건설하고 보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

technologies to build the wall. We hope that our efforts (scientific technology and creative thinking) can also

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창의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기술이 “남산에서 다시

breathe new vitality in the preservation of Hanyangdoseong on Namsan Mountain. This book will be of great

찾은 한양도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이 좋은

help.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2015. 12

2015. 12

박 원 순

Park Won Soon, Mayor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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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서울 한양도성은 2012년 11월23일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을 주제로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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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vember 23, 2012 the Seoul City Wall was entered onto the Tentative Lis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oul
City Wall, held from October 29 to 30, 2014 under the theme of “Scientific Conservation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

and Creative Intervention of City Walls,” was one component of the ongoing follow-up

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사)이코모

research in support of the inscription of the city wall on the World Heritage List. Held in

스한국위원회가 후원하였으며, 서울학연구소가 기획하고 주관하였다.

the Multipurpose Hall on the 8th floor of Seoul City Hall, the symposium was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suppor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한양도성은 조선왕조(1392-1910) 수도 한양의 도시성곽이다. 한양은 백

and ICOMOS-Korea, and planned and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악-낙산-목멱-인왕의 사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산의 능선을 따라
한양도성이 축성되었다. 한양도성은 오백여 년 동안 수도의 경계로서 그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is a heritage urban artifact that was constructed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며 여러 관점에서 수도를 표상하였다. 그 후 한양

for Hanyang, the longstanding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Hanyang

도성은 식민지시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광복 이후 급격한 근대 도시화 과

was enclosed by its four mountains, Baekaksan(the northern), Naksan(the Eastern),

정을 겪으면서도 길이 18.627km 가운데 13.370km가 남아 있는, 대한

Mokmyeoksan(the Southern) and Inwangsan(the western), and the wall was erected

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유산이다.

along their ridgelines. For over five centuries, the city wall served in its earlier form and
function of demarcating the capital; in many respects, it came to represent the city. Later,

한양도성은 동아시아 수도 조영사상과 유교 가치의 상호 교류를 증거하

however, it experienced the string of historic upheavals that characterize modern Korea,

고 있으며, 한반도 안팎에서 전승되어 온 도성 축조형식이 반영된 대규

from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to the Korean War (1950-1953) and on to the

모 수도성곽이다. 한양도성에는 수축의 기록이 성벽에 잘 남아 있어 오

rapid urbanization that has been sustained since liberation. Although portions of the

백여 년 동안의 축성방법과 과정, 관리방식의 역사 층위를 확인할 수 있

earlier form disappeared during these tumultuous events, about 13.370 km of the original

다. 한양도성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규격의 석재와 축조 공법이 사용

18.627km remains to this day, standing as one of the urban heritage of Seoul as much as it

되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친 석성 축성의 전통과 축성기술의

ever has in the past.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 한양도성은 전 구간에 걸쳐 산지, 구릉지, 평지의
지형조건과 암반, 연약지반 등의 지반 조건에 맞추어 조성되었다. 한양도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represents testimony of the inherent principles

성은 성벽과 판축층이 대지와 일체화된 축성기술의 탁월한 사례이다.

applied to establishing ancient capitals and the interchange of Confucian ideologies across
East Asia. The large-scale city wall is a time-honored compilation of forms and styles of

근래에 한양도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판축층과 석축으로 구성된 성곽

ancient city walls as transmitted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구조단면과 함께 재료와 축성기술에 대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들

As the historical records are engraved on the wall, the 500-year-long history of the

은 서울한양도성의 육백년 역사층위를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또한 서울

construction methods and processes, as well as management of the wall can be identified.

한양도성이 특별한 도시건축유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석조

With diverse sizes of stone materials and a variety of building techniques being employed

와 판축으로 구축된 성곽의 단면과 윤곽을 현장에 원형 그대로 보호하

over long periods of time in different eras, the Seoul City Wall showcases the development

고자할 때, 이에 대한 보존철학과 과학적 원칙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지

of the building traditions and techniques for stone walls over the entire Joseon Dynasty.

와 한 몸을 이루면서 쌓인 역사적 층위를 전시하는 현장박물관을 조성하

All sections of the city wall were created in accord with the natural topography of the

기위한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

mountains, hills and lowlands around the building sites, as well as the soil conditions
varying between bedrock and soft earth. The Seoul City Wall represents an outstanding

이번 국제심포지움을 통하여 도시성곽에 대한 현장박물관의 교훈과 경

example of a stonework and rammed earth being tailored to the surrounding natural

험을 나누고자한다. 도시성곽유적의 유산가치와 보존철학, 발굴된 원형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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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존하기 과학적 보존원칙과 기술, 그리고 유적지에 조성된 현장박물

A recent excavation of Seoul City Wall reveals a wall structure comprised of rammed earth

관의 사례에 대하여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발표를 들었다. 학술심

and stonework, all evidenc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pplied to the city wall. They

포지움에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여 이번 [한양도성 학술총서 제4권 _ 한

bear testimony to the 600-years of the multiple historic layers of the Seoul City Wall, and

양도성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을 발간하게 되었다.

also demonstrate the wall’s superiority manifest in its distinctive architectural forms and
styles as an urban artifact. Appropriate conservation philosophy and scientific principles are

첫 번째 글은 전 이코모스 부회장이자 이코모스 역사도시학술위원회의

essential for the in-situ preservation of the excavated wall sections and outlines of stonework

명예위원장인 타마스 페이어르디의 기조강연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위

and rammed earth. Simultaneously, creative design is required for building on-site museum

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타마스 페이어르디 명예위원장

open to the public the historical layers of the city wall firmly rooted and unified in the earth.

은 베니스헌장에 명시된 세계유산의 보존철학과 관리원칙을 설명하면서,
발굴된 원형 그대로 도시유적을 보존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The symposium was intended as a venue to exchange international lessons and

크라쿠프 헌장을 인용하면서 또한 우리가 유산에 개입할 때, 복원과 재

experiences gained by on-site museums for city walls. Five experts offered presentations

건 등 기술적 개입의 정도에 대한 보존원칙을 설명하였다. 한양도성을

and discussed the heritage value and conservation philosophy of historic city walls,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유산으로 정의하고, 오랜 시대에

along with principles and methods for the scientific conservation of wall remains as they

걸쳐 문제에 대한 창의적 답변을 통하여 풍부하고 다층적인 역사층위로

stood at the time of excavation, as well as case studies of on-site museums established at

드러난 ‘체화된 창의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그리고 도시성곽은 물리적

comparable locations. Papers presented at the symposium were adapted and compiled

체계와 인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네트위크에 의하여 유지되는 역사도시

into this publication under the title of “Seoul City Wall Studies Series Vol. 4 - Scientific

의 회복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유산과 역사도시의 회복력의 관점에

Conservation and Creative Intervention of City Walls.”

서,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first paper is a keynote presentation by Tamás Fejérdy, former vice-president of
ICOMOS and honorary president of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Historic Towns

두 번째 글은 이탈리아의 건축가 마씨모 카르마씨의 기조강연 ‘피사, 고

and Villages. Mr. Fejérdy, who has twice chaired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고학적 유적 위에 진행된 건축적 작업 (Pisa, Architectural Design

discussed the overall conservation philosophy and management principles for World

on the Archeological Sites)’을 정리한 것이다. 베네치아 건축대학의

Heritage, which are articulated in the Venice Charter,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교수를 역임했던 마씨모 카르마씨는 이탈리아의 역사도시 피사의 도시성

of the conservation of urban heritage in the original state encountered at the time of

곽을 복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역사적 맥락과 전통적인 기술을 존중하

excavation. He also cited the Krakow Charter, explaining the principles presented therein for

면서 새로운 시설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다. 상갈로 요새의 해자 발굴

identifying the level of intervention applicable to the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practices

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난 다리와 회랑을 복원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바

for heritage remains. He defined the Seoul City Wall as urban heritage representing the

탕으로 한 수준 높은 건축설계를 통하여 피사의 도시성곽을 지속가능한

identity of a community and took note of the “embodied creativity” evident in its rich and

역사건축으로 회복하였다. 한양도성의 복원 및 재건을 통한 보존작업에

multi-layered history deriving from the accumulation of consecutive “creative solutions”

대하여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남산회현구간의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된

applied to subsequently emerging challenges. City walls are a significant component in the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건축가의 창의적인 개입을 통하여 현장박물관으

resilience of historic cities, as they are able to sustain a network of physical systems and

로 조성할 것을 조언하였다.

human communit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silience of cultural heritage and historic
cities, he took note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Seoul City Wall and accentuated

세 번째 글은 일본 쿄토섬유대학교의 시미즈 시게아츠 교수의 사례발표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management for this artifact.

‘나라 아스카 도시유산의 고고학적 보존’에 대한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
시미즈 시게아츠 교수 는 일본에는 수도를 둘러싸 는 ‘라조(羅城)’ 또는

The second paper was adapted from another keynote presentation “Pisa, 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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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이(御土居)’와 같은 도시성곽이 있었으나, 이는 한국이나 중국의 도

Design on Archeological Sites” by Massimo Carmassi from Italy. Mr. Carmassi, a

시성곽과는 다른 형식으로 도시를 에워싸는 상징적인 경계시설이라고 전

former instructor at IUAV University of Venice, conducted the restoration project for

제하였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나라 아스카지역의 도시유산에 대

the medieval wall surrounding the historic city of Pisa. He added new architecture with

한 발굴성과와 이에 대한 보존과 재건의 과정을 구체적인 단면도와 함께

creative designs to the archaeological remains with respect for the historical context and

소개하였다.

traditional skills manifested in the ancient monument, and also restored a bridge and
open gallery discovered during the excavation of the moat of the Sangallo Fortress. This

네 번째 글은 중국 서안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의 부수석연구원 류춘카이

made possible a sustainable recovery of the medieval city wall with a more refined level

의 ‘서안 함광문 유적의 보존, 전시 및 활용’의 발표를 정리한 글이다. ‘명

of architectural design based on rigorous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research. Turning a

청대의 도시성곽’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는 ‘시

critical eye to the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eoul City Wall, which have commonly

안의 도시성곽’의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put priority on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he recommended the conservation of the

‘당대 장안성의 함광문 유적’이 발굴된 후 이를 현장유적박물관으로 조

Hoehyeon-dong archaeological sites on Namsan Hill(Mokmyeok) in the state in which

성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유적의 전시가 도시성곽의 전시 및 활용체계

they was found at the time of excavation, accompanied by the creation of on-site museum

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ough creative architectural intervention.

다섯 번째 글은 터어키 미마르시난 예술대학교의 교수이자 터어키 유형

The third paper “Archeological Products and Urban Heritage Conservation of Aska” is

문화유산위원회 회장인 니브라 에르투르크 박사가 발표한 ‘터어키의 사

based upon the presentation by Shimizu Shigeatsu from the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례로 본 문화유산의 도구와 해석의 도구로써 유적지박물관’을 정리한 글

He introduced city walls in Japan, including Lajo and Odoi, but his argument hinges on

이다. 니브라 에르투르크 박사는 출토된 유물을 유적 현장에 원래의 맥

the notion that they only symbolically delimited old capitals, unlike their counterparts in

락 속에서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유적박물관을 정의하고, 시간을 통하여

Korea and China. The results and achievements of the excavation at the urban heritage

축적된 다양한 가치와 함께 장소의 진실성과 정신을 함께 보존하는 것의

archaeological sites of Aska,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s well as the conservation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고대 로마의 경사주택지의 유적을 과학적

and reconstruction processes were discussed with the assistance of detailed drawings.

으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유적지 경관과 창의적으로 조화를 이룬 에페수
스 테라스하우스2 현장보존박물관의 보호구조물의 설계과정과 건축형식

The fourth paper “Conversation, Exhibition and Utilization of Xi’an City Wall and the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s an adaptation of the presentation by Liu Chunkai
from the Xi’an City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He explains the conservation and

여섯 번째 글은 서울시립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신희권교수의 ‘한양도성 남

management systems and the policies applied to the Xi’an City Wall, an archaeological

산회현자락 밝굴유적 보존방안’의 발표를 정리한 글이다. 신희권 교수는

site included on China’s Tentative List of World Heritage under the name of “City Walls of

한양도성의 남산회현자락의 발굴성과를 보고하면서, 오백여년 지속된 수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e introduced the manner in which the site museum was

도의 도시성곽으로서의 역사적 층위가 중층적으로 쌓여있는 유산이라는

established at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and accentuated how the exhibition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확한 고증 없이 한양도성의 시간성과 원

and management of the entrance remains is being integrated into the exhibition and

형을 무시한 채 재건하였던 보존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발굴된 남산

utilization system for the entire Xi’an city wall.

회현구간의 유적은 반드시 발굴된 상태 그대로 현상 보존할 것을 주장하
였다. 이를 위하여 방수와 경화처리 등 과학적 보존방법을 모색하고, 현

The fifth paper was derived from the presentation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장보존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난 20세기에 한양

Heritage in Turkey: Site Museum or In-situ Preservation?” by Dr. Nevra Ertürk from Mimar

도성이 겪었던 변동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조선신궁의 배전과 분수대의

Sinan Fine Arts University, who also chairs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Turkish

수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r. Ertürk defines a site museum as a space where exca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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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에 앞서서 발표자들은 한양도성을 답사하였으며, 심포지움 다음

relics can be exhibited in situ in their original contex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날에는 전문가 워크숍을 가졌다.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보존철학에 관

preserv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spirit of the place, along with the unique values accumulated

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동아시아 수도의 도시

over the passage of time. As an example, she presented the protective structure for Terrace

성곽’, ‘전체길이 18.627km 중 13.1km의 구간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오

House 2 in Ephesus that was built specifically for the museum, and described the details of the

백년 지속된 역사와 백년의 변동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도시유산’, ‘성

design and architectural style of the structure as it successfully conserves the sloping Roman

벽과 판축층이 대지와 일체화된 성곽축성기술’, 그리고 ‘유상과 교유의

housing site in fitt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in a creative manner.

공간이며 민속과 신앙의 대상’의 4가지로 정의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
석자들은 도시유산으로서 한양도성의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발굴

The sixth paper is an adaptation of the presentation “Conservation of the Seoul City Wall

된 유적에 대한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확인하

in the Namsan Hoeyeon Archaeological Sites” by Dr. Shin Hui-Kweon from the University

였다.

of Seoul. Professor Shin provides a report on the excavation conducted at the Hoeyeondong archaeological sites on Namsan Hill, and emphasizes the city wall perceived as multilayered historic remains that endured for over five hundred years of protecting the ancient
capital. He critiques some of the imprudent reconstruction practices and conserv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applied to date for having been adopted without rigorous scientific
research or consideration of the original forms and natural wear and tear of time. In this
regard, he asserts that newly excavated sites should be preserved in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first discovered and suggests pursuing measured scientific methods, including
waterproofing and hardening treatment, for preservation purposes. He also proposed the
conservation of the archaeological sites with the creation of an in-situ museum. He requests
that special care be extended to the stone foundation of a prayer hall located within Joseon
Singung, a Shinto shrine, built by Imperial Japan in 1925, along with a nearby fountain
built in 1960s, in order to remember and respect them, bearing in mind that they testify to
the tumultuous history experienced by Seoul City Wall throughout the 20th century.

Before the symposium proper, the participants made a field visit to the Seoul City Wall, and on
the next day gathered for a workshop to share their views on heritage values and conservation
philosophy with regard to the city wall. At the workshop, they discussed four topics: “A city
wall of an East Asian capital;” “An urban heritage bearing witness to 500 years of history and
dramatic change over 100 years, with 13.1km remaining in its original condition out of the
total of 18.627km;” “the refined technology of building city walls that unifies the stonework and
rammed earth with the surroundings,” and “a place for contemplation and companionship, and
the object of folklore and religion,” all of which define the Seoul City Wall. They took note of the
value of the Seoul City Wall as urban heritage and reaffirm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scientific conservation and creative intervention for the excavated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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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을 다룰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어떤 유산도 애초에 문화유산이 되
기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능면에서 가장 충실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이들
은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해당 건조물을 축조한 이들의 창의성을 나타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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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we should never forget that nothing is created intentionally
to b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 – but even the most functional constructions
have the capacity to expressing identity of a community and witnessing creativity of

렇게 체화된 창의성은 오늘의 세대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those who made them. This embodied creativity has to be made available for current

대해 차례차례 ‘창의적 답변’이 축적되면 그 결과 풍부하고 다층적인 유산이 나타나며, 이는

generation. Accumulation of consecutive “creative answers” onto sequentially emerging

하나의 성과물을 넘어 정체성의 표현이자 영감의 원천이 된다. 최근 보존 분야에서는 역사

challenges results a rich, multi-layered heritage, which is not only an achievement but

적 기념물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복원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등장했다. 한

also expression of identity and source of inspiration. In conservation activities there is

양도성은 이러한 실천을 역사적 사례로 목격하고 있다. 역사도시의 회복성을 살피는 일은

a visible emergence of the idea of continual maintenance instead of cyclically repeated

유용하다. 역사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원래 위험 및 해당 문화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Seoul City Wall witnesses this practice as a historic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와 관계되었다. 그러나 건축, 도시계획, 도시유산과 관련해 회복력은

example. It is useful to have a look at resilient qualities of historic cities. The concept of

그 해석의 범위가 보다 넓다. 보존 분야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대규모의 복합적

resilience initially was connected with risk and with being prepared for hazards affecting

인 유산을 다루는 일이다. 유산, 그리고 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복

th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re is a larger scope of interpretation of resilience in

원 방법과 실행을 요구한다. 복원 혹은 심지어 ‘원형(origianl)’의 재건은 조각난 기념물의

connection with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urban heritage. One special challenge

파면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산의 현재 물리적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먼

in conservation is: dealing with large-scale and complex heritage items. Heritage, and

저다. 도시성곽의 경우 어떻게 그 파편들을 보존하고, 또한 보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its contemporary interpretation, certainly needs more and more enhanced restoration

고, 동시에 유산 전체의 일부로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중요

methods and practices. Restore, or even reconstruct the “original” shows a tendency

한 목적은 보존이며 안정성을 담보하는 개입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유산

to complete the fragmented historic monument, however the priority is given to the

보존과 제시(presentation)에 관련한 ‘최소한의 이해(minimum-understanding),’ ‘최소

protection of existing physical components of heritage. Case of City Wall creates an

한의 미적수준(aesthetic minimum)’을 보장하는 개입과 같은 다른 측면의 논의도 있다.

additional challenge, how to conserve fragment and assure their sustainable status of
conserv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be able present them as integral parts of the whole
property. Whilst the conservation is the main target, intervention assuring stability
has to be counted as parts of the minimum requirements. There are other aspects like
intervention assuring the “minimum-understanding” and the “aesthetic minimum” i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보존, 회복력, 재건, 베니스 헌장, 대규모 유산

Conservation, resilience, reconstruction, Venice Charter, large scale heritag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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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 Introduction

현재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를 위해 진행 중인 일련의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건조물 유산 보존

The whole current and ongoing process of prepar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 concerning Seoul

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예이다. 특히 베니

City Wall is an exceptionally inspiring source - in many ways - for identifying challenges and possible

스 헌장 채택 50주년을 맞는 2014년은 이론과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존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adequate answer emerging in the field of built heritage conservation. In this very year of the 50th

를 다루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양도성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결

anniversary of adoption of the Venice Charter it seems to be even more opportune to deal with questions

과물과 ‘한양도성 학술총서’ 시리즈는 여타 중요한 관련 연구 성과물과 함께 도시성곽과 같은 ‘대규모 유산’

about conservation both in theory and practice. It is also worthy to add that the volumes published on

에는 그 나름의 특별한 성격과 특징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the basis of previous international symposia held in Seoul and published in the series “Seoul City Wall”
Studies already made it clear - among other not less important achievements – that there ar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large scale heritage properties” like historic city wall.

2. Context
When 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 even the most exceptional kind of it – we should never forget that
nothing is created intentionally to b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1 The aim of a creation originally is
not less and not more than to reach a result which gives an adequate answer on the challenges coming
from both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sustain a community or special social groups of
that community, in given circumstances. This is the case with cities, historic towns too, when different
Figure 1 역사도시 성곽을 보여주고 있는
쇼프론(헝가리)의 도시 조감도
City of Sopron (Hungary) showing historic city walls
– Birds eye view, Michael Zach, 1700
(Source: Gerő László: Történelmi városmagok,
Corvina Publishing House, Budapest, 1978)

realizations came out to fulfil expectations, assuring answers onto needs and demands. This approach
clearly appears in the case of all kind of defensive-military constructions, inclusive city wall.

2. 배경설명
아무리 뛰어난 유산이라도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어떤 유산도 애초에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1 창조의 목적은 본디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찾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공동체나 해당 공동체의 특정 사회집단이 존속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이는 도시나 역사마을
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와 필요에 대한 해결을 확보하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때이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성곽을 비롯한 모든 군사방어 축조물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

이는 기념을 목적으로 세운 ‘기념물’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Figure 2 중세 방어 성채의 유적, 헝가리 시글리겟
Ruins of a fortified castle from the middle Ages
–Szigliget, Hungary
(Source: http://www.szigliget.hu/kar/)

1

This is obviously not valid for ‘monuments’ erected with/for commemorative purposes.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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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 주요 기능은 향후 어떤

However during a longer period of time this above explained primarily function could be sustained,

변화가 생기는가에 따라 유지, 발전-개선,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developed-enhanced, or altered, depending on emerging changes and finally could also be abandoned

최종적으로는 본래의 기능이 쓸모없어짐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

when the original function become obsolete.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even the

다. 반면 기능 면에서 가장 충실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most functional constructions has the capacity to carry additional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 e.g.

유·무형의 가치를 지닐 역량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pressing identity of a community and witnessing creativity and talent of those who made them. In this

예를 들어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

context the example of Seoul City wall seems to be exceptional because in parallel with its outstanding

의 창의성과 재능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한양도성은 그 뛰어난

symbolic meaning it has surprisingly kept its original function in a manner too.2[1] It is vital to investigate

상징적 의미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그 형태를 유지하며 본래 기능

and to understand why and how a particular property becomes heritage, under which criteria and those

된다.2 [1]

특정 자산이 왜, 그리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by whom. There is no time neither needs to explain here the process how

고 어떻게 유산이 되는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며 해당 기준은

special creations could reach their recognition as historic monuments - it is obvious that a given property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

could achieve heritage status because it represents much more values than only functional ones.

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례가

Figure 3 한양도성 복원 구간
Restored section of the Seoul City Wall
(Photo: Tamás Fejérd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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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별한 창작물이 어떻게 역사적 기념물로 인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과정은 여기에서 다룰 시간도 필요도 없다. 특정 자산이

유산의 지위를 획득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

2.1. Heritage as a carrier of “embodied creativity” [2]

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It might be useful to making reference and use as an analogy
the current challenge of energy-efficiency of existing historic

2.1. ‘체화된 창의성’을 담은 매체로서의 유산 [2]

buildings. In that context is often mentioned the so called
“embodied energy” which also has to be taken account when

기존 역사적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문제를 참고해 이를 비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the efficiency is evaluated in a longer course of time (not

도 유용할 수 있다. 위 문제를 다룰 때 종종 언급되는 말로 이른바 ‘체화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는 장기간에

only about the present and future but also about the already

걸쳐(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미 사용된 ‘캡슐화된’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 효율성을 평가할 때 고

“capsulated” energy). I think useful to raise here this analogy

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 비유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의 행위와 성과를

as the “embodied creativity” of past actions and achievements

통해 ‘체화된 창의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는 대규모로 구현된 도시성곽을 비롯해 역

is still present for us, namely being encapsulated in the assets

사도시라는 자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3]

of historic cities – inclusive those large scale realization as city

예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체화된 창의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도전에 직면
한 공동체의 진정성 있고 창의적 답변의 결과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성이 평가

Figure 4 꾀세그(헝가리) 중세성벽 복원 부분
Restored section of the medieval city walls in Kőszeg (Hungary)
(Source: http://www.koszeg.hu/pictures/explorer/ros/ro_45_pic4_45.jpg)

wall. [3]
This kind of “embodied creativity” is the one which is can

되고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할 경우이다. 이러한 체화된 창의성은 현 세대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be recognized for example by UNESCO’s World Heritage

그러한 창의성은 새로운 개입을 기대할 때 이미 주어진 ‘배경’으로 우리 삶의 건축적 환경으로 구체화되어 있

Convention, supported by those attributes which are results of genuine, creative answers of communities

어야 한다는 것이다.[4]

given to the challenges - if outstanding universal quality is measured and meets with special WH criteria.
This embodied creativity has to be made available for current generation: materialized as the built

역사도시는 대개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을 거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형성된 것으로 정의된다. 과거

environment of our life, which is an already given “setting” when looking for new interventions. [4]

존재한 것과 이후 새롭게 덧붙여진 것 사이의 순차적인 개입과 상호 작용은 일종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이
러한 연속성은 이들 도시와 그 속에 살아있는, 즉 변화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

2	Raymond Bondin: Problems relating to nominating historic walls for World Heritage; in: Traditional urban planning principles and city walls in Asian
2

레이몬드 본딘, 「역사적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문제들」, 『한양도성 학술총서』 2책, 2014, p.35.

Capital - Published in 2014 Seoul City Wall Studies Series vol.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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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그것이 일종의 가치로 수용되거나 관련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한다. 이는

Historic cities by definition have been shaped usually during a longer period of time, overarching different

역사도시 안의 도시성곽과 같은 유산을 보호하고 알기 쉽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확립하는데 핵심

circumstances and renewing challenges. The result of the subsequent interventions and interactions

적 사안이다.

between previously existing and then “new additions” create a kind of continuity. This continuity plays
fundamental role bearing identity of those cities and their living (therefore changing) communities
but only in that case if it is accepted as a value and if it is supported by perceptible presence of relevant
attributes. This is the key issue which establishes the need of conservation and intelligible presentation of
determining features e.g. city wall in a historic city.

We have to be also clear that in the majority of cases creativity meant something as a “creative adaptation”
of solutions or approaches born or developed elsewhere. This is just logical, whilst answering to
challenges always needs creativity but does not need in each and every case totally independent solution.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feature in measuring efficiency of a creative context and intervention,
and trough of this the quality of the embodied creativity is that: at which level this “creative answer”
could be adaptive and creates measurable added or even traditional-knowledge-based but – paradoxically
– innovative outstanding value. It is more likely that this is the case with Seoul City wall which has a large
number of unmatched features in comparison with other Asian protective walls.3
This kind of above mentioned creativity could be easily
seen as a tool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even more: a
better use of assets concentrated-accumulated in historic
Figure 5 호이두뵈쇠르메니(헝가리)시의 도시구획
Hajdúböszörmény (Hungary), the layout of the
city (Source: http://szallasweb.instantweb.hu/_
Images/latnivalok/eszak-alfold/001139298_
hajduboszormeny1750k-olaskert.png.jpg_orig.jpg)

cities as a kind of expression of continuity of communities’
life. Not as something static situation but rather identified
as an evolving process. This evolving character does not
contradict with continuity which in many ways is strongly

또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하는 점은, 대개의 경우 창의성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거나 발전된 해결책 또는 접

interdependent with sustainability. Changes involved by

근법의 ‘창의적 각색’을 의미했다 것이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때 늘

evolution traditionally remained sustainable if reactive-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만 매 사안마다 완전히 독립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answers are determined by resource-conditions of given

창의적 맥락과 개입의 효율성, 그리고 이를 통해 ‘체화된 창의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communities and pieces of land dominated by them.[5]

은 이러한 ‘창의적 답변’이 어느 정도로 각색될 수 있으며 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심지어 전통지식을 바탕

Accumulation of consecutive “creative answers” onto

으로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혁신적인 뛰어난 가치를 창조하느냐에 있다. 이는 다른 아시아의 방어용 성곽과

sequentially emerging challenges result usually a rich,

비교해 수많은 탁월한 특징을 지닌 한양도성의 경우에도

그러하다.3

앞서 언급한 이러한 종류의 창의성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도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
사도시 내에 밀집되고 축적된 자산을 공동체적 삶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데에 보다 잘 활용했음을 알 수 있

multi-layered heritage.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this
Figure 6 놀리의 맵 부분(로마) - 중층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건조물들
Excerpt from the “Nolli Map” of Rome – monuments originated from superposed historic layers
(Source: http://a1rchitecture.files.wordpress.com/2008/10/nolli-map.jpg)

heritage is not only an achievement but also serve as an
expression of local-national identity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further creativity.

다. 이는 어떤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진화과정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진화하는 성질은 여러 면에서
지속가능성과 상당히 상호의존적인 연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진화에 의한 변화는 해당 공동체

3

『한양도성학술총서』 수록 논문 참조

3

cf. with a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volumes of “Seoul City Wall Studie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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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 환경과 이들이 차지한 토지(구획)에 따라 대응방안이 결정되는 경우, 그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5]

It could be mentioned that in many cases creativity is understood as something which has by definition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차례차례 ‘창의적 답변’이 축적되면 대개 그 결과 풍부하고 다층적인 유

a clearly and almost diagonally opposite meaning against conservation of existing assets: a basic

산이 나타난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유산은 단순히 하나의 성과물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

contradiction seems to emerge in the case of historic cities where both conservation of values and creative

을 표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의 창의성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interventions are fundamental. I strongly believe that this contradiction is not something from existing
reality but it is rather a result of a very unfortunate – but also a widespread misunderstanding.

창의성은 대부분 그 정의 면에서 분명히,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존 유산의 보존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된다

Whilst conservation of existing assets is a natural necessity in historic cities, creation of new, additional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은 가치의 보존과 창의적 개입이 모두 중요한 역사도시의 경우에서 확

values and elements – in order to fulfill current expectations of communities – has to be equally accepted

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모순은 분명 기존 현실이 아니라, 매우 안타깝게도 널리 퍼져있는 오해

as fully legitimate goal, as a “condition sine qua non” for current life.

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It could be important to draw attention into the danger of two extreme approaches of conservation. One

역사도시에서 기존 유산의 보존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와 요소의 창조는 오늘날의 공

side it was impossible to fulfil all professional requirements in the case of whole set of cultural heritages

동체가 갖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합당한 목표로서, 현재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 동

which requirements are mandatory for historic monument’s conservation. Trying to do that it would

일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have result an almost total freezing of life …… On the other side: it would have result catastrophic losses

보존 방식에 있어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법이 갖는 위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 기

of values if scheduled (historic) monuments would have been treated as the other “simple” elements of

념물의 보존에서는 꼭 필요하더라도 일체의 문화유산을 다룰 때에는 전문가적인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cultural heritage, because the level of flexibility allowed for “normal” or (using a more positive qualifying)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마치 얼어붙은 것과도 같은 유산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living” heritage elements would have been acceptable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n dealing with

만일 해당 (역사) 기념물이 그저 ‘단순한’ 문화유산 요소와 같이 취급된다면 그 가치가 끔찍하게 소실될 것이

scheduled (protected) monuments. [6]

라는 점이다. 이는 허용된 ‘정상적’ 또는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의 요소들에 허용되는

Conservation in European framework and during previous period mostly has been understood as

유연성의 수준은 단지 (보호를 받고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다.[6]

action(s) realized with no substantial interventions in order to keep the property more or less in the same

과거 그리고 유럽적 틀에서의 보존은 대개 큰 개입 없이 공식적인 보호가 선언되는 시점의 상태와 거의 동

condition which was the condition when the official protection was declared. In other words “to conserve”

일하게 해당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보존’이란 거의 최소한의 개

meant actions of minimal interventions. We had to mention that in parallel with this understanding it has

입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주로 영어권에서는 이와 다른 접근방식이 있었음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역

always been present a different approach, primarily in the (native) English-speaking parts of the World,

사적 기념물 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 는 것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활동, 즉 보전(preser vation), 복원

which counted under “conservation” all kind of activity concerned keeping Historic Monuments in good

(restortaion; 일부 경우에는 재건(reconstruction)까지 포함), 올바른 사용, 제공(presentation), 유지

shape: i.e. preservation, restoration (in some special cases even completed with reconstructive measures

관리(maintenance) 등 모든 종류의 변경 및 개입하는 모든 종류의 일이 ‘보존(conservation)’ 개념에 포

too), good use, presentation, maintenance – briefly: managing any kind of changes and interventions.

함되었다.

To remain objective I had to add that in the “continental European” framework above mentioned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유럽 대륙’에서는 위에 언급한 보존에서 ‘최소한’ 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first “minimalist” meaning of conservation lead us to the habit when we were thinking and saying

실질적으로 복원을 하면서 ‘보존’을 생각하고 이를 이야기 할 때 하나의 습관을 갖도록 했다. 즉 기념물 보전

“conservation” practically we use to act as restorers: which means that the “restoration”, which is certainly

(preservation)과 관련해 가장 가시적인 개입인 복원이 어떤 측면에서 보존과 동의어가 되게 한 것이다. 나

the most visible intervention concerning monuments preservation, become in a way a synonym of

중에 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겠지만, 역사적 기념물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허용된 개입의 ‘마지노선’에 있

conservation. A bit later I will touch the question of reconstruction too however this kind of action is still

는 어떤 것으로 여겨진다.

seen as something which exists “at the edge” of allowed interventions in the case of historic monuments.

오늘날의 보존 활동을 분석해 보면 최근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를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기념

When we are analyzing current approaches in conservation activities we could identify one of the most

물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복원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베니스 헌장[7]이

important changes of emphases, namely a visible emergence of the idea of continual maintenance instead

다음과 같은 보존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of cyclically repeated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It can be interesting to recall that the Venice

“기념물이 영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기념물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제4조)

Charter[7]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is type of conservation saying:

이는 등재된 유산의 관리와 그 이상의 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유산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충분할 것이다.[8] 일

“It is essential to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that they be maintained on a permanent basis.” (Article 4).

례로 기념물 유적을 관리하는 네덜란드 조직 ‘모뉴멘티나티(Monumentenwacht)'의 활동을 언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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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전통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역사적 사례로 목

Without entering too much into details, I think it is enough make reference to the example of World

격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우수성을 칭찬하면 되겠다.4

Heritage practice which highlights necessity of management of listed properties.[8] It could also

이러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접근 방식은 보존 전략에 변화를 수반하는데, 특히 예방과 그 과정을 강조하게 된

relevant to mention the widely known activity of a Dutch organization for monument’s care, the

다. 또한 문화재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어려움 없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게 하는 등의 많은 경제적 이

“Monumentenwacht”. However, in this very context we should pay tribute also to Seoul City Wall which

점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관리하면 이따금 반복되는 어려운 복원공사보다 유지 보수에 훨씬 적은 비용이

used to be subject of traditional, continual maintenance and still witnesses this practice as a historic

소요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mple. 4
This old-new approach involved changes also in conservation strategy, putting emphases on the
prevention and also on the process, recognizing a number of economic advantages like a capacity to keep

2.2. 변화하는 기대

in good shape the properties and make them attractive for tourism without interruption – not mentioning
that the maintenance needs always much less financial sources than time to time repeated, demanding

이제 역사적 기념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역사적 기념물은 대개 국가 단위를 넘어 지역 또는 전 세계적

restoration works.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역사적 기념물의 보존은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이념적,
재정적으로 해당 공동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유산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유산이며 대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들은 어떤 실용적 기능이나 경제적 이점이 없더라도 그 존재가

2.2. Changing expectations

보장되며 보장되고 유지돼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기존 건축환경보다 더 큰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이
라는 개념은 역사적 기념물을 비롯해 유산의 더 나은 ‘활용’에 대한 기대를 만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상

Let us have a closer look on Historic monuments which are of special significance and in many cases not

당한 영향을 끼쳤다.

only on national but also regional or even universal level. Therefore their conservation is of community

‘통합 보존’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초중반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파로협약(Faro Convention)에는

interest and should be supported by the community both ideologically and financially. This is the “top-

(유럽의) 유산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유산의 무형적(미적, 이념적 정체성 또는 역사적) 중요성

level” heritage which expresses communities’ identity and used to be seen generally as something highly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이미 “기념물의 보존은 언제나 유산

important, existence of which has to be assured and maintained even without any pragmatic function

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촉진 된다”라고 기술한 베니스 헌장에서도 나타난다.

or any economic interest. During last decades the new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which embraces

베니스 헌장에는 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때는 해당 건조물

a much larger field of existing built environment) has influenced considerably this approach directing

의 레이아웃이나 장식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허용치 이내에서만, 기능상의 변화에 의해 요구되

expectations a better “use” of heritage –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는 수정 내용을 반드시 예측해야 하며 그에 따라 허가가 가능하다.” (제5조)

The emerging concept of “integrated conservation” started to be developed in early or mid-1990-ies.

최근의 유산보존 경향과 반대되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무시하지 못할 요소도 있다. 즉 시민사회가

Somewhat later the “Faro Convention” states clearly that the (European) heritage is for the benefit of

그들 유산을 구제하거나 적극적으로 보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지역주민이나 대규모 시

society but not only because of its intangible (aesthetic, ideological-identity or historic) significance.

민사회가 그들의 기대를 표출하거나 관련 복원을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끼치며 많은 경

However this “integrated” view also appears already in the Venice Charter as follows: “The conservation

우 복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of monuments is always facilitated by making use of them for some socially useful purpose.”

이러한 현상은 과거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사라진 기념물을 일부 혹은 경우에 따

The limits are also drawn by the Charter: “Such use is therefore desirable but it must not change the lay-

라 완전히 재건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해당 기념물은 과거에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해 중요한 역

out or decoration of the building. It is within these limits only that modifications demanded by a change

할을 한 유산일 것이다. 역사적 기념물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여러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존과 복원을

of function should be envisaged and may be permitted.” (Article 5).

목적으로 하는 개입의 ‘진정성’이 오늘날 보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pectations against nowadays monuments’ conservation have another but not less important component,
namely the presence (sometime even predominance) of civil society’s effort to save or conserve their
heritage. This new feature also impact monuments’ conservation and in many cases initiates not less

4	Cho Kyu Hyung: Joseon Dynasyty fortification techniques: the case of Seoul City Wall and Sungnymun Gate. Values and authenticity of Seoul City Wall 4

조규형, 「조선시대 성곽의 축성기법 - 한양도성과 숭례문을 중심으로」, 『한양도성학술총서』3책, 2014, p.35.

Published in 2014 Seoul City Wall Studies Series vol.3. p.35

32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역사도시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

2.2.1. 전문성을 갖춘 접근방식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SCIENTIFIC CONSERVATION AND
CREATIVE INTERVENTION OF CITY WALLS

How the built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re
supporting resilient capacities of historic settlements

33

impact in the monuments’ restoration when locals or larger civic communities express their expectations
or even claims concerning restorations.

“복원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 목적은 해당 기념물의 미적·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밝혀내는

This phenomenon certainly observable in a large number of partial or in some cases total reconstructions

데 있으며, 원래의 재료와 진정성 있는 기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베니스 헌장 제9조)

of previously seriously damaged, partially or even totally lost monuments which used to play an important

기존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려면 해당 분야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최근 중요하게 여

role concerning identity of given communities. It is not by chance that the questions of “authenticity”

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 건축과 역사적 구조물 및 재료에 대한 정통하고 심도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and “integrity” of historic monuments and likewise the “authenticity” of interventions aiming their

이는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종종 매우 혁신적인 문제 해결책을 의미한다.

conservation-restoration become more and more crucial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current,

“전통기술이 부적절하다고 증명되면 현대적인 방식의 보존 및 축조 기술을 이용해 기념물을 강화할 수 있다.

contemporary conservation.

그러한 기술의 효용성은 과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경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베니스 헌장 제
10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가지 새롭고 혁신적인 도구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겠다. 즉 보존 분야에서

2.2.1. Professional approach remains fundamental

의 IT 활용이다. IT는 복원, 나아가 재건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IT는 기술이나 자연과학 분야뿐 아니라
역사 분석에서도 과학적 조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경향을 낳았으며, 특별 모니터링과 관리 등 보존 분야에서

“The process of restoration is a highly specialized operation. Its aim is to preserve and reveal the

도 중요하다. 그러나 IT는 그 효용만큼이나 유산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재

aesthetic and historic value of the monument and is based on respect for original material and authentic

건 사업에서 이미 그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적어도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documents”; stipulates the Article 9 of the Venice Charter.
Conservation of existing, historic values assumes intimate and in depth knowledg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historic structures and materials as the up to date awareness concerning experiences
internationally accumulated on this very field of activities. That also meant a continual development of
techniques and often very innovative solutions.
“Where traditional techniques prove inadequate, the consolidation of a monument can be achieved by the
use of any modern technique for conservation and construction, the efficacy of which has been shown by
scientific data and proved by experience.” (Venice Charter, Article 10).
In this context, without entering into details, it could be appropriate to mention a new, in a way
revolutionary tool: this is the IT support for conservation. It is also largely used preparing restorations
and moreover for reconstructions. This tool opens new trends strengthening scientific research, not only
technically or in natural sciences but also helping in historic analytical processes and has equally basic
importance for conservation e.g. for special monitoring and managing issues. On the other hand this
powerful tool could create also threats for the heritage which are already present if we look on the recent
wave of reconstruction – at leas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igure 7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호 중인 로마시대
		성벽 위에 위치한 쇼프론 중세성벽
			Sopron (Hungary) – medieval City Wall
standing on the top of Roman fragments
protected by a concrete ”shelter”
reinforcement (Source: http://www.
panoramio.com/photo/36248825)

As we all know, there are cases where the community’s expectations are to have the monument in its
“original shape”. It not always easy to resist against the false and dangerous feeling or conviction: “we
are already able to remake or reproduce everything, even better that the original was”. Like in computer-

알다시피 특정 기념물에 대해 갖는 기대는 ‘원형’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잘못되거나 위험한 생각 또는 확신

games, the heritage starts to have more than one life? - of course not, this is nothing to do with reality.

에 저항하는 일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재창조 또는 재생산할 수 있

Unfortunately this self-conviction in some cases could lead even to demolish and reconstruct ancient

으며, 심지어 원래 것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이다. 그러면 컴퓨터 게임에서처럼 문화유산도 목숨

buildings in order to adapt them better into a contemporary use, keeping in many cases only the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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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 개쯤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현실과는 먼 이야기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기 확신

like” illusion – which might be easier to “conserve” but of course are no more historic monuments.

은 옛 건물을 현대적인 사용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파괴하고 재건하는 일로 이어진다. “그럴싸해 보인다”는

Another similar “temptation” – as a challenge of seeking the complete – is to make fit historic monuments

착각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되면 ‘보존’은 더 쉬울 수 있지만 이러한 건물은 더 이상 역사적 기념물이

or works of arts to a “current usage” through a large-scale “adaptation”. This “temptation” could be

아니게 된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유혹’은 역사적 기념물과 예술작품을 대규모 ‘각색’을 통해 ‘현대적 사용’

nourished by many sources, from the very pragmatic reasons of the creation new and spectacular tourist-

에 맞게 변형하는 일이다. 이 또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도전이 된다. 이 ‘유혹’에는 새롭고 놀라운 관

attractions until answering to purely “spiritual” or intangible demands – like repainted or re-created

광지를 만든다는 등의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부터 종교 건축물의 내부를 새단장하는 등의 ‘영적’ 혹은 무형

interiors of religious buildings.

적 요구에 대한 순수한 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A quality reconstruction needs the knowledge of restorers but the “product” is no more a specially

양질의 재건을 위해서는 복원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만들어진 ‘제품’은 더 이상 특별히 보존되

preserved and presented element of heritage or a work of art, but a ‘historic like’ new creation. If someone

어 우리에게 제공되는 유산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really intend to act as conservator “…must stop at the point where conjecture begins, and in this case

다. 누군가 만약 ‘보존전문가’로 행동하고 싶다면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moreover any extra work which is indispensable must be distinct from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는 더더욱, 필요한 그 밖의 작업은 건축적 구성과 구분되어야 하며 현대의 흔적을 담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

and must bear a contemporary stamp. The restoration in any case must be preceded and followed by an

우든 복원은 해당 기념물의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베니스 헌장 제9조)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monument”. (Venice Charter; Article 9).

그러나 우리는 베니스 헌장에서 마련된 보존 이론의 해석을 확장시켜 재건 문제를 다룬 크라쿠프 헌장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e guidance of Krakow Charter2000 [9] concerning reconstructions as

(Krakow Charter, 2000)[9]의 지침을 잊어서도 안 된다. 헌장에 따르면 “건물의 형태면에서 전 부분을 재

an extended interpretation of conservation theory laid down in the Venice Charter. The reconstruction

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건축적으로 중요한 매우 작은 부분의 재건은 정확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자료

of entire parts 'in the style of the building' should be avoided. Reconstruction of very small parts having

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광

architectural significance can be acceptable as an exception on condition that it is based on precise and

범위한 공간적, 기능적 부분을 완성할 때에는 현대 건축을 반영해야 한다.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파

indisputable documentation. If necessary, for a proper use of the building, completion of more extensive

괴된 건물 전체의 재건은 전체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회·문화적 동기가 있을 때에만 수용할 수

spatial and functional parts should reflect contemporary architecture. Reconstruction of an entire

있다.” (크라쿠프 헌장 제4조)

building, destroyed by armed conflict or natural disaster, is only acceptable if there are exceptional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은 중유럽, 동남부 유럽 지역에서는 이러한 크라쿠프 헌장의 정신에 따라 과거 사라졌

social or cultural motives that are related to the identity of the entire community.” (Krakow Charter 4.)

거나 의도적으로 파괴한 수많은 기념물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

After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system in CE-SEE region, a number of reconstructions of monuments –

을 통해 전통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재료 및 그 사용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존

disappeared or intentionally demolished in earlier times – have been realized in this spirit expressed by

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the Krakow Charter. This activity could be seen critically but with those experiences th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practices and the knowledge about historic materials and their use, technics and technologies

내 모국인 헝가리의 경우 최근의 보존 활동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새로운 기대를 충

gained a lot, resulting certainly useful information for conservators in general too.

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존 활동은 기존 건물을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복원과
관련되지만, 과거에 비해 해당 기념물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점점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As for the experiences in my home country, in Hungary, if we compare nowadays conservation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또한 (대개 EU기금이 투여되는) 관광 분야의 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사의 복잡함

activity, with the same of previous periods it is possible to identify some features showing or fulfil

이 일반적으로 반영된다. 그러한 요구조건은 개입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고 대다수의 경우 건물의 ‘아름다운

new expectations. Whilst it is still valid that major conservation activity is almost always connected

외관’을 목표로 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복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사용자와 방문자들의 편안함

with activities of restoration serving usually a new use of a given monument, conditions of a long term

을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수준까지 보장한다. 건조물을 완성할 때 ‘필요한 그 밖의 작업은 건축적 구성과 별

“sustainability” of those monuments are more and more taken account. In the practice this approach is

개로 현대의 흔적을 담고 있어야 한다(베니스 헌장)’는 유명한 원칙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다른 방식으

reflected by the complexity of projects which normally have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for tourism

로 이용된다. 즉, 덧붙여진 부분과 요소의 차별화(실행된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물론

(usually financed through EU funds) too. This requirement has impact on the level of interventions

그 해결책의 수준은 언제나 해당 건축 보존전문가의 설계 및 감각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and in the majority of cases result a “from head to toe” restoration targeting also a “pretty look” of the
monument and also assure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comfort for both users and visitors. Whilst
completing structures, the famous principle saying that “…any extra work which is indispensable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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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 from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and must bear a contemporary stamp” (cf. Venice Charter) is
used in a firmly different way as before: the differentiation (if it is done) of added parts-elements remain

역사도시의 회복력 또는 회복성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유용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

intentionally almost invisible. Of course the quality of solution is always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회복력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나아가 역사도시라는 특정 맥락에서 분명히 하는

design and sensibility of the architect-conservationist.

작업이다. 회복력의 본질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는 최소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resilience of historic cities

It seems to be not only useful but also necessary to take a more in-depth look at resilience, or the resilient
qualities of historic citie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is to provide more clarity on what resilience
means, first generally and secondly in this particular context of historical cities. Whilst there exists
quite a large (and rapidly growing) number of sources addressing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resilient
capacities, one can identify at least two crucial basic features.

The first crucial point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resilience originally came from human
medicine where it refers to the phenomenon of recovery after disaster of any kind. It is through this
association that scholars became interested i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affected by various
challenges. [10] The second important point is that ever since the use of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Figure 8		체코 텔치시 메인 광장에 복원된
르네상스 주택들
		Restored Renaissance houses in
the Main Square of the City of Telč
(Czech Republic)
		 (Photo: Tamás Fejérdy, 2014)

begun to spread in the field of study of the (built) cultural heritage, the common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has still not become consolidated and clear. One of the most pertinent definitions of resilience
with regard to cities runs as follows, ‘A sustainable network of physical systems and human communities,
capable of managing extreme events; during disaster, both must be able to survive and function under

우선 꼽을 수 있는 특징은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원래 어떤 재난 이후 회복되는 인체용 약물에서 비롯되었다

extreme stress”. [11] In this context, a more developed use of resilience is also connected with risk and

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근거로 학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의 회복성에 관심을

with being prepared for hazards affecting the cultural heritage.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건조물) 문화유산 연구 분야에서 확산되기 시
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의미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강화되거나 분명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도시와 관

In this regard – as a result of a larg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bodies and institutions – the ‘Venice

련해 회복성을 가장 적절히 정의 내린 말 중 하나는 ‘(회복성이란) 극단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체

Declaration on Building Resilience at the Local Level towards Protected Cultural Heritage and Climate

계와 인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로, 이 두 가지는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압박에서도 살아남아 그 기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was adopted, highlighting the important role of cultural heritage. [12] ‘This

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11]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나아가 위험 및 해당 문화유산

Declaration affirms some important principles, such as the ne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potential

에 영향을 끼칠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서도 사용된다.

of cultural heritage as an asset for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the necessity to integrate heritage
concerns in disaster mitigation plans’ .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구와 기관들의 광범위한 협력 결과 문화유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유산 보호를

The Four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on Disaster Risk Reduction (Geneva, 18-23 May 2013) took

위한 지역 차원의 건조물 회복력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관한 베니스 선언’이 채택되었다.[12] 해당 선언에

place as a kind of a continuation or follow-up activity of the above mentioned cooperation. A detailed

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자산으로서의 문화유산이 지닌 잠재력과 재난 최소화 계획에 유산에

background-paper [13] prepared for this event further developed the idea whereby ‘protecting heritage

대한 관심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promotes resilience…’.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제4차 회의(2013. 5. 18-23, 제네바)’는 위에서 언급된 협력에 대한

More explicitly, under chapter ‘2.4 Heritage contributes to resilience’, it clearly states, ‘In the sa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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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지속 혹은 후속 활동 성격을 갖는다. 이 행사를 위해 준비된 사전 자료[13]에는 ‘유산 보호는 회복력

that biological diversity increases the resilience of natural systems, cultural diversity has the capacity

을 촉진한다’는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이 들어있다.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social systems. The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into the future, and

특히 ‘유산은 회복력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2.4장에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자연계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것

the knowledge, innovations and outlook which it offers, increase the capacity of human systems to

과 같이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 그로

adapt to and cope with change. Cultural heritage, as a key component of cultural diversity, is a critical

인해 생겨나는 지식과 혁신, 관점이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인간제도의 역량을 증가시킨다. 문화적 다양

consideration for any strategy to build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 Resilience applies to both people

성의 핵심 요소인 문화유산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and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and is shaped by both physical and social factors.”

한다…… 회복력은 사람과 건조물 및 자연환경 모두에 적용되며, 물리적·사회적 요소 둘 다에 의해 형성된

This document shows a clear connection with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Building

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14] which offers the following definition of

위 자료는 회복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효고(兵庫) 행동 강령 2005-2015: 국제 사회 재난 회복 전략’[14]

resilience: ‘The capacity of a system, community or society potentially exposed to hazards to adapt, by

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회복력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하나의 체계, 공동체 또는 사회가 기능과 구조

resisting or changing in order to reach and maintain an acceptable level of functioning and structure.

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 또는 변화함으로써 적응하는 능력이다. 이는

This is determin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social system is capable of organizing itself to increase

해당 사회 시스템이 향후 보다 나은 보호를 위해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그 능력을 높이고 위험감

this capacity for learning from past disasters for better future protection and to improve risk reduction

소를 위한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는 역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measures.’

앞서 자료에서 언급된 대단히 훌륭한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문화유산을 기초로 한 회복력을 위험 대비와 재

It is clear that all those – extremely valuable and inspirational – thoughts discussed in the above

난 이후 회복을 위한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도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회복성의 경우 보다 넓은

mentioned documents almost exclusively address cultural heritage based resilience as a tool for risk

해석의 범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다. 역사도시의 경우 회복력의 또 다른 요소들을 밝히기 위

preparedness and for recovery after disasters. However, there are other features which underline a much

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최근 이 분야에서 발표된 ‘위기: 역사도시의 기회 -

larger scope of interpretation of resilience in connection with the cultural heritage of historical cities. In

도시 회복력의 요소로서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마티아 립(Matthias Ripp)의 논문은 이 문제를

order to unveil several other elements of resilience in the case of historical cities, further investigation

심도 깊고 자세히 다룬 중요한 논문이다.[15] 논문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회복력’이라

has proved to be necessary. An important, in-depth and detailed paper published recently in this field

는 말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분석에서는 회복력과 건축, 도시계획 간의 관계를

was written by Matthias Ripp under the title, ‘Crisis: an Opportunity for Historical Cities – built cultural

강조하고, 도시유산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가능한 요소를 설명하면서 도시유산에 있어 회복력의 기회와 한계

heritage as a factor of urban resilience’.[15]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author discusses terminology

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and reviews the previous history of use of the phrase ‘resilience’. During the subsequent analysis, the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 또는 유지하는 가능한 방식을 고려

paper high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then goes on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to investigate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the resilience of the urban heritage – accounting
for possible components of its resilient capacity. Finally, it does not fail to consider possible ways of

위에서 설명한 아이디어들은 역사도시의 회복력에 관한 향

strengthening or sustaining resilience of historic cities.

후 추가 연구에 든든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관

Figure 9 장난감으로 묘사한 회복력
Children’s toy as an illustration of resilience
	(Source:http://api.ning.com/files/2VnF*6PrPLvOVinRTKT2
MYrTNQwTvjzUBkDNHGrs
XQTew28NcO9nItWnnplSGQFc/keljfeljancsi3.jpg)

련 연구는 이전의 일반화된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The above described thoughts offer a reliabl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to the resilience of

동시에 새로운 주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다 좁은 범위에

historical cities. In this respect, it seems desirable for the research to focus on a narrower area both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공동체의 회복력이

in order to check the validity of previous general conclusions and in order possibly to generate new

대부분 사회 변화만큼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 실험되

state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such cases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is tested not mostly by

지는 않기 때문이다.

abrupt disasters as much as social change.
Physical elements of the cultural heritage of historical cities determine their resilience not only through

역사도시라는 문화유산의 물리적 요소는 그들의 물리적 특

their physical attributes and parameters but also through the intangible components which they carry

징과 정해진 한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거나 대변하는 무

or represent.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respect are the traditional land use by the historical towns

형적 요소를 통해서도 그 회복력이 결정된다. 여기서 특히

and the similarly traditional connections between the town and its vicinity. Naturally, this does not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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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역사마을에 의한 전통적인 토지 이용과 해당 마을 및 그 주변부 간 그와 유사한 전통적 연계이

that they need to be preserved in an unaltered form, nor to be restored in a nostalgic spirit in order to

다. 물론 이들이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거나 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옛 정신에 따라 회

consolidate their resilience. Instead, we need to consider how far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encoded

복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러한 물리적 요소에 암호화된 지식과 경험이

in the physical components may be converted into raw material for responses to present and future

어느 정도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려움에 맞서 대응할 때 소재로 전환될 수 있는가이다.

challenges.

2.2.3. 공간에 대한 특별한 도전 5[16]

2.2.3. Special and spatial challenges5

보존 분야가 직면한 최근의 도전 중 하나는 복합적인 성질을 띤 대규모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

One of the emerging challenges in conservation how to deal with large-scale and complex heritage items,

제이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요소를 포함한 혼합된 성격을 띠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요소와 본래의

generally characterized by their composite quality, containing several parts, some of which already has

물리적 연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문제는 일단 보다 광범위한 환경적 맥락에서 다뤄져야한다.[17] 기념

lost its originally existing physical connections with others. On the top of that this has to be addressed

물 보존은 언제나 주변 환경, 조금 더 복잡한 표현을 쓰자면,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진화된 개념인 배경

in a larger environmental context.[17] Whilst monument’s conservation has always been in connection

(setting)과 관련된다. 여기서 베니스 헌장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념물의 보존은 규모에 벗어

with their environment, or, using a more complex expression: with their setting, this concept evolved

나지 않은 범위에서의 환경 보전을 내포한다. 전통적 환경이 존재한다면 이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질량과

significantly during last decades. Let’s allow speak the Venice Charter once more again: “The conservation

색깔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새로운 건축이나 파괴 혹은 변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of a monument implies preserving a setting which is not out of scale. Wherever the traditional setting
exists, it must be kept. No new construction, demolition or modification which would alter the relations of
mass and colour must be allowed.” (Article 6).

Figure 10		‘대보루’라 불리는 중세 방어용
도시성곽, 헝가리 쇼프론
	Sopron(Hungary)- the so called “Great
Bastion” of the fortified medieval city-wall
		 (source: http://www.panoramio.com/photo)

5	아래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해당 논문은 세르비아어로 쓰였으며, 영문 요약이 들어 있다.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conservation of Historic Monuments at the end of the 20th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Beograd, 2013

Figure 11		3개 성벽 라인으로 이루어진 헝가리 쇼프론 평면도
Sopron (Hungary), situation plan with three line of City Wall
(open source: http://www.soproni-szallas.hu/a-soproni-var/)

5	This part of this paper is largely based on an article written by the Author and published in Serbian (with an English summary) about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conservation of Historic Monuments at the end of the 20th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Beogra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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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은 그 환경 없이 보존될 수 없다. 이는 그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뿐 아니라 당시의 삶에 의해 많은

Monuments could not be conserved without their setting and not only because of intimate interconnection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기념물과 유적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가장

between them but also because of many reasons determined by contemporary life. Urbanization is one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념물 보존의 실질적인 제약과 기회는 근본적으로 도시건축과 관련된 각종

of the most important among those reasons creating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monuments and sites.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된 통합 보존은 채택된 도시계획 규정이 보존에 대한 필요성과

Re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of monuments’ conservation are very often fundamentally determined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배경을 포함하는 기념물 보존은 이코모스의 시안(西安)선언에서 강조된 것처럼 진정

by city building regulations: the above mentioned integrated conservation is only possible if the urban-

으로 성공적인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17] “기념물은 증거를 내포하는 역사와 그것이 탄생한

planning regulations adopted keep conformity with conservation needs. Conservation of monuments with

배경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다. 기념물 전체 혹은 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기념물 안전을 위해 이전이 꼭 필요

and in their setting – as it was highlighted by the Xian Declaration of ICOMOS – become crucial in order

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없다.” (베니스 헌

be able to reach a really successful conservation activity. [17] “A monument i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장 제7조)

to which it bears witness and from the setting in which it occurs. The moving of all or part of a monument

규모상의 변화는 보존 시 점점 더 넓은 지역을 고려하게 됨과 동시에 (예. 문화경관 또는 역사도시경관) 기

cannot be allowed except where the safeguarding of that monument demands it or where it is justified by

후변화와 같은 다른 전 세계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새롭고 더 많은 보존 과제

national or international interest of paramount importance.” (Venice Charter; Article 7)

를 낳는다. 이와 관련해 아마도 가장 새롭게 출현해 진화하고 있는 활동은 유산 보존에서의 관리 문제일 것

Scale change is reflected not only taking into consideration larger and larger areas for conservation (e.g.

이다. 보존 작업은 점점 더 지속적이고 복잡한 작업, 일상적인 관리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세계유산은

cultural landscapes or historic urban landscapes) but also trough other global features i.e. climate change,

2000년대 초 유산관리를 의무화하는데 ‘연구소’ 역할을 했다.[18]

initiating more and new conservation challenges. Find answer for challenges, probably the most evolving
and emerging activity is the Management in heritage conservation. Fulfil the task of conservation meant

이러한 작업은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으로서 모든 종류의 기념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관리자’

more and more a continual and complex work, a daily management activity. World Heritage properties

가 이끄는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계획만이 보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도구’

play the role of “laboratories” given the fact that managing them becomes a mandatory requirement in the

에는 일부 특별한 유산의 보존과 관련해 산발적으로 사용된 요소들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관리 도구 중

early 2000s.[18]

하나는 보존관리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서로 다른 지표가
밝혀져야 한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기타 유산 보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와 경향에 대한

This practice has to be extended also for all kind and piece of monuments as an efficient tool for their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존을 위해 필요한 개입이 결정된다. 기념물 및 유적의 보존을 위

conserv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lead by “site-managers” and using/following appropriate

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또한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집합된 ‘도구함(toolkit)’

management plans could only assure continuity in conservation. This “tool” of management contains

은 역사적 기념물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폭넓게 조정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

elements which have been in use sporadically concerning conservation some special monum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he monitoring activity as an
irreplaceable basis for management of conservation. For
this monitoring different indicators have to be identified
– registering changes of physical environment and
many more othe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rends
and tendencies inf luencing status of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and determining necessary interventions
for conservation. Benchmarks are also fixed in order to
reach and/or keep optimum conditions for conservation

Figure 12		 쇼프론 평면도-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는 도시성곽의 일부분
Sopron, situation plan – the blue circle indicates the area of presentation of City Wall fragments
		 (open source: http://www.soproni-szallas.hu/a-soproni-var/)

of monuments and sites. This complex “toolkit” has to

Figure 13 쇼프론의 로마시대 성벽 도면
Site plan presenting fragments of Roman city wall in opron(Scarbantia)
		
		
(Source: http://www.soproni7.hu/muzeumok/1011.html)a-soproni-var/)

be largely adapted and made operational for sustainable
Figure 14 쇼프론 성
		The same place in Photo
			 (by Civertan -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license)

conservation of historic mon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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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표출에 관한 도전 자세와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

Approaching to the conclusion of my paper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dress in a more targeted manner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산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 해석은 점점 더 향상된 복원방법과 제공방안을 요구하고

challenges and possible solutions in the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있다. 많은 발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데이트된 목록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어려

Heritage, and its contemporary interpretation, certainly needs more and more enhanced restoration

움에 부딪힐 것이다. 보존 시 핵심 목적과 목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역사적 요소의 복

methods and practices. There is a lot of development in this field, and if one tried to produce an updated

원은 보다 나은 기술적·미적 조건 하에 가능한 장기간에 걸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원래의 (진짜) 상태를 최

inventory of the whole panorama, one would be faced with quite a difficult task. Main aims and targets

소한만 변화시킨 채 해당 유산을 구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적 방법의 연구와 발전에 있어

whilst conserving could be seen from different aspects. Restoring historic elements first of all meant to

과학적 접근 방식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save and keep them under better technical and aesthetic conditions, using minimum intervention, and
minimum alteration of their original (‘genuine’) status, for the longest duration possible. The scientific

이미 지적했듯이, ‘원상태’로의 복원은 (적어도 기념물 보존 분야에서 만큼은) 조각난 역사적 기념물을 완

approach therefore became more and more predominant both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복원의 목적 및/또는 결과 중 하나로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technical methods.

완전함의 수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더라도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
(1994)’에서 밝히고 있듯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군의 복원전문가들에게 이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As it has already been indicated, restore the “original” also shows the tendency – at least in the field of
monument conservation – to complete a fragmented historic monument. The level of completeness to

이러한 차이는 유럽적 맥락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과거 또는 그 이후의 복원 기능을 바탕으로 정

be reached, as one of the aims and/or results of restoration, varies in time and by cultural region; and, if

의된 다양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완전함을 요구하는 순수하게 실용적이고

not before, with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this became clear for restorers of historic

기술적인 논의와 ‘원래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낭만적인 기대 사이의 경계를 구

monuments and ensembles.

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복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정한 경우, 여전히

This variability is also well known in the European context, and we should add also the different needs

유효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복원전문가와 기념물(보존)관리자들은 복원에 한 가지 통일된 방법만 있지

defined by the ancient or the after restoration function. It is not always easy to identify borders between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적이고 그 밖의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 존

a purely pragmatic and technical argumentation asking for a whole completeness, and a fundamentally

재 한다.

romantic expectation for an ‘original-looking’ result. In other words the questions “why and to whom
restoring” remain relevant in any particular case – as all restorers and monument conservators know

이미 언급했듯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산의 모든 원형적 요소를 지키는 일, 즉 발굴된 유물과 역사적 기념물

that there are no global recip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hallenges, originated by a high level of

또는 예술작품의 부분 등 유산의 기존 물리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추가적인 것 없이 이론적으로 가

complexity of technical and other questions.

능한가 하는 점이다. ‘최소’란 분명 언제나 실현하기 쉬운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상당한 연구개발과 정제된
기술이 필요하다. 다만, 가령 가시성 면에서는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As it has already been said, the first and foremost important question is to save all original elements
(protection of existing physical components of heritage – archaeological findings, fragments of historic

개입의 가능한 수준은 다양한 측면의 진정성 현상을 지닌 유산(예술 작품)이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

monuments or works of art) could only theoretically be possible without any addition. This ‘minimum’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성’이란 ‘원래’ 또는 ‘진짜’ 재료를 유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무엇인가

is obviously not always easy to realize, and in many cases needs considerably developed research and

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은 오직 기존 요소의 가시성 또는 그들 사이의

refined techniques – but remains minimum for example in the sense of visibility.

상호 관계를 향상시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원전문가들의 최소한의 개입이나 추가 이상의 무엇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The possible level of intervention is to transmit the “message” incorporated in/by the heritage (work of
art), which deals with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authenticity. In this context it is highly important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진정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매

to underline that ‘authenticity’ doesn’t mean something that could be automatically attained by keeping

우 과학적이며 철저히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가사항이 아닌 것이거나, 그 이상의

the material ‘original’ or ‘genuine’. In many cases the authenticity can only be reached by enhancing the

것이 상당 부분 추가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 질문은 복원이란 미적이면서도 이해 가능해야 하는가이다. 이는

visibility of existing components or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m – and, very often, with more than

유산을 제공(presentation)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의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 한 차

minimum intervention/addition by resto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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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더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즉 유산에 대해 미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각’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The characteristics of this kind of intervention – taking account of all the requirements creating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복원전문가들은 널리 알려진 부분의 미학부터 ‘완전한 제공’까지 유산의 미적 외관

perceptible authenticity – are strongly scientific and documentary-based, but certainly with a measurable

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상당히 발전시켰다. 강조점은 여전히 유산의 ‘제공’에 있지만, 이 개

quantity of not, or not only technically-needed additions. The next question or challenge is: that the

념은 많은 경우 미적인 ‘인상’으로 충분해서 실질적인 재료 면에서의 완전성을 매번 요구하지는 않는다.

restoration ought also to be aesthetic and understandable: the questions of presentation. This is very
much connected with the previous one, but in many case this ‘level’ requires some further steps, leading

우리가 역사적 기념물을 단순히 엄숙히 다루어지는 문화유산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이들 유산을 ‘원래’의 형

in a direction towards reaching an aesthetic-coherent ‘vision’ of the property. Of course, restorers have

태로 다시 소개하고 싶은 기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 기념물과 예술작품을 대규모

developed considerably diversified ways and means to assure aesthetic appearance, from the well-known

‘각색’을 통해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는 완성에 있어서의 도전이다.

aesthetics of the fragment to the “presentation complete”. The accent still remains on the presentation,
which concept does not necessarily need a real material completeness, in many cases being satisfied with

이러한 ‘유혹’은 새롭고 놀라운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부터 성상(miraculous

aesthetic ‘impression’

icons)을 새로 칠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순수하게 ‘영적’이거나 무형적 요구에 대한 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분명한 사실은 양질의 재건을 위해서는 보존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

If we are looking at historic monuments not only as solemnly treated elements of our cultural heritage, it

한 ‘제품’은 더 이상 특별히 보존되고 제시된 유산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is not so difficult to understand expectations of reintroducing them in their ‘original’ shape and to make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historic monuments or works of arts fit into ‘current usage’, through large-scale ‘adaptation’ – this is the
challenge of completion.

필자는 지금까지 진정성 면에서 보존, 복원 및 재건에 대한 여러 문제를 분석했지만, ‘완전성’ 또한 이와 관련
이 없지 않다. ‘원래의 완전성’ 대 ‘다양한 시기의 완전성,’ ‘기존 유산에 최소한만 부가한 완전성의 유지’ 대

This ‘temptation’ could be nourished by many sources, from the very pragmatic reasons of the creation

‘완전하게 만들기,’ ‘연구에 기반한 복원까지의 완성’ 대 ‘원래의 메시지를 담은 완전성을 찾기 위한 대대적 재

of new and spectacular tourist attractions, to answering to purely ‘spiritual’ or intangible demands – like

건’ 등 다양한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repainted or re-created miraculous icons. It is clear that a quality reconstruction needs the knowledge of
restorers, but the ‘product’ is no longer a specially preserved and presented element of heritage or a work

도시성곽을 비롯해 그 밖의 ‘규모가 큰 선형’ 혹은 ‘선 차원’의 문화재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즉 유산

of art, but a ‘historic-like’ new creation.

의 부분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보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며, 동시에 이를 어떻게 전체 유산
의 필수 요소로서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있다. 유산보호를 위해 추

Up to now I have analyzed questions of conservation-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in the light of

가적인 구조 보강 요소나 건물 보호시설과 같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이러한

authenticity, but the “integrity questions” are no less relevant. The main challenges could be recognized

보호의 기술적 측면에서 현대 구조와 재료의 도입과 사용이 배제되어서는 안

also on several levels, such as integrity of original versus integrity of different periods; keeping the

된다. 다만 그것들의 시각적 ‘조정adaptation’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널

integrity of the existing with minimum additions versus making it complete; completion up to the point of

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특정 기능을 갖춘 이른바 ‘희생

research-based restoration versus total reconstruction in quest of the integrity of the original ‘message’.

층(sacrificial layer)’으로 이용될 부가적인 층을 전통 재료와 조정 기술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층은 유산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흡수하는

Concerning City Wall, or any other properties having “large linearity size” or “linear dimension” creates

도구로 여겨진다. 물론 이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an additional challenge, how to conserve fragment and assure their sustainable status of conserv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be able present them as integral parts of the whole property. Introduction or use

Figure 12 헝가리 쇼프론 - 콘크리트 호보 구조물 속 로마 도시 성벽
Sopron (Hungary) - Roman city wall under concrete protection shelter
(Photo: Judit Kissné-Nagypál, Architect-conservator)
	Source: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7/
Sopron_r%C3%B3mai_v%C3%A1rosfal.jpg/800px-Sopron_r%C3%B3mai_
v%C3%A1rosfal.jpg-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license)

이와 관련해 생겨나는 또 다른 의문은 이러한 부가적인 조치를 어디서 어떻

of contemporary structures and material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echnical side of protection, like

게 멈추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에는 우선 유용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additional structural supporting element or shelter-buildings which could serve as good solutions however

여전히 유용한 최소 개입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긴다. 즉

their visual “adaptation” is extremely challenging. Another well-known and quite frequently used solution

매 경우에 어떻게 이 ‘최소’를 규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해진 방법이 없

is to create an additional layer having vocation or function to serve as a so called “sacrificial layer”,

는 것은 확실하지만 몇 가지 살펴볼 점은 있다. 목표는 보존이지만 일단 기술

produced by traditional materials and using adaptive techniques. This layer is foreseen as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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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uplifts and absorbs damages and of course has to be renewed cyclically.

현 보존 상태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러한 개입은 유산의 효율적 유지, 즉 여전히 최소 요구조건으로 간주되어
야 하는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다른 조치와 밀

The questions emerge about the issues: were and how stop with additions? There are some useful

접히 연관된다. 이러한 ‘최소’를 규명하는 일은 물건이

principles. First of all we have the still valid principle of the minimum-intervention – with the secondary

나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시설 등 안전과도

question: how to identify in each and every case this minimum? It is clear that there are no recipes but

관련이 있다.

there are aspects to be examined. Whilst the conservation is the main target technical necessity should be
mentioned first – all actions needed on that basis are certainly among the “minimum interventions”.

위에서 언급한 모든 측면은 “재료”와 밀집하게 연관된

Figure 16 		 새로 발굴된 한양도성 부분
Detail from a newly excavated part of the Seoul City Wall
		 (Photo: Tamás Fejérdy, 2014)

긴급한 상황들이다. 때문에 그 논쟁들은 최소한의 개

Those kind of intervention assuring stability for the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usually are

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 있

intimately connected with others which are realized in order to make possible an efficient maintenance

다. “최소라는 것의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개입은 불

i.e. sustainability of the property – still have to be counted as parts of the minimum requirements.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존과 제공에 있어서

Identification of minimum also has to deal with security issues, like using additions in order to prevent

유산 가치의 겉모습 뿐 아니라 “최소의 아름다움”을

falls object or persons.

추구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ll of those above aspects are decisively connected with “material” exigencies and therefore not so difficult
to argue for them as minimum interventions. However there are other aspects too, like those intervention
without them the “minimum-understanding” would not be possible, and,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not

3. 나오면서

forget about appearance of the heritage property, looking for an “aesthetic minimum” i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한양도성처럼 탁월한 유산 가치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과 제시에는 늘 여러 이유에서 큰 어려움이 따른
다. 규모가 큰 유산의 경우에는 여타 유산에 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유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 한양도
성은 완고한 그 유산적 가치뿐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한 예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 Final remarks

탁월하다.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properties representing outstanding heritage values like Seoul City
Wall has always been a serious challenge for many reasons. In the case of large scale heritage assuring
adequat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perty is even more crucial than it is for other kind of cultural
heritage. The Seoul City Wall is not only outstanding because of its intransigent heritage values but also
because it can be recognized as an excellent example for this kind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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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사의 성곽

1. The Walls of Pisa

피사의 성곽은 건설·경제·문화 발달의 절정기인 1154년에 해양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졌다. 1066년에

The Walls of Pisa were founded in 1154 to defend the maritime city at the peak of its building, economic

는 전체 길이 7km에 달하는 성곽 안쪽 고대의 로마 건축물 유적지가 있던 자리에 대성당이 지어지기 시작

and cultural development. In 1066, for almost a century, the construction of the Cathedral in an area

했고, 공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Fig 9, 10, 11

occupied by ancient ruined Roman buildings was undertaken within a perimeter seven kilometers long.

성곽은 석재와 수경성 석회로 지어졌으며, 로마 시대 조적구조방식으로 2.3m, 높이 11m의 벽이 이어졌다.
1.70m 높이의 벽돌로 만들어진 총안이 있어 성벽 상부의 통로를 보호한다. Fig 1, 3, 4, 5, 6, 7

Fig 9, 10, 11 The walls were made of stone and hydraulic lime, for subsequent batches, with a thickness

of 2.20 meters and a height of 11 meters, according to the technique of Roman masonry. The route to the
summit was protected by 1 meter and seventy high brick battlements. Fig 1, 3, 4, 5, 6, 7

1400년대 초 피렌체에 의해 도시가 점령당한 뒤, 포위로 약화되었던 중세 성곽은 기술 발달에 따라 치성과
요새로 강화되었다. 1800년대 전반에는, 도시 조직을 여전히 고대 원형 지역에 국한하여 인식했고, 이곳은

After the conquest of the city by the Florentine, in the early '400, the medieval walls, weakened by the

광대한 경작지역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경작지는 다음 세기에 들어 팽창하는 도시에 흡수되었다. 이 시

sieges and the progress of technology, were reinforced with bastions and fortresses. In the first half of

기, 서쪽과 남쪽으로 뻗어있는 성곽 구간은 유감스럽게도 파괴되었다. Fig 2, 14, 15

the '800, urban fabric still looked completely inside the ancient circle, from which it is separated by vast
cultivated areas that absorbed the expansion of the city during the following century. In this period two

필자는 70년대 초반부터 성곽 일대를 연구 중이다. 이곳에는 공터와 폐쇄된 공단, 2차 대전 당시 파괴

stretches of the walls on the west and south sides, were unfortunately demolished. Fig 2, 14, 15

돼 여전히 복 구가 필요한 기타 건물이 남아있다. 연구의 핵심은 성곽의 보존(con ser vation)과 복원
(restoration)에 반드시 필요한 성곽 및 인근 기념물에 대한 측량이다. 이와 동시에 일련의 프 로젝트

I have studied the areas along the perimeter of the Walls since the early seventies, partly free, partly

를 진행해 그 결과 를 모아 1998년 하나의 도면에 옮겼다. 이 작업의 목적은 성곽을 물리적으 로 보존

occupied by disused industries and other buildings which still have to be recovered, damaged monuments

(preservation)하고 밖에서 성곽을 볼 수 있는 가시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도시 현황을 검토하는 한 사업에

from the last World War. The key part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survey of the Walls and neighboring

맞춰 진행되었다. 당시 포함된 구역의 면적은 80ha이다. Fig 8, 12, 17

monuments, which are the essential basis for thei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t the same time, I

본인은 2011년에 베네치아의 IUAV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이 프로젝트를 더 연

developed a series of projects that have been studied and gathered in a unified plan of 1998, whose main

구하였는데, 아들 로렌조 카르마시(Lorenzo Carmassi)가 사무실에서 제작한 정교한 3차원 디지털 모델이

objectives were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Walls and the recovery of their visibility from the outside,

연구의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according to a urban review program involving a ring of 80 hectares of surface. Fig 8, 12, 17
In 2011, during a semester of teaching at IUAV in Venice and some of thesis I studied this project further, using

피사의 중세 도시 성곽은 길이가 7킬로미터에, 돌과 벽돌로 만들어진, 놀라운 인공물이다. 거의 온전한 형

a very precise three-dimensional digital model built by my son Lorenzo Carmassi in our office as a basis.

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피렌체식 상갈로(Sangallo) 요새와 같은 16세기의 보루가 잔존해 있는 특징이 있
다. 역사 및 고고학적, 도시적 가치가 뛰어난 기념물로 총면적 80헥타르의 넓은 지대는 일부 비어있기도 하

The medieval city walls of Pisa are an extraordinary artifact of stone and brick, 7 kilometers long, almost

지만, 오래된 조선소와 교회, 수녀원, 병사(兵舍), 버려진 공업단지 등 훌륭한 도시유산이 남아있는 구역

completely intact, and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sixteenth century fortifications like the Florentine

도 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된 성곽 복구(recovery)사업은 도시의 이미지를 현격하게 바꾸었고 교통

fortress Sangallo. It is a monument of exception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nd urban value. as

과 주차, 보행자구역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공공녹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중심

part of a vast area -80 hectares- partly empty and partly occupied by buildings such as old dockyards,

부와 주변부 지역의 관계를 재 정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1998년 공식화된 ‘성곽 프로젝트(Project

churches, convents, barracks, an abandoned industrial complex and so on. Its recovery for a public use

Walls)’는 1970년대 초 시작되었으며, 본인이 설립해 이끈 시립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of the

profoundly could improve the image of the city, also contributing to the solution of several problems as

Municipality)가 주도했다. 해당 사업은 일련의 세부 프로젝트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 향후 25년여 간 진행

traffic, parking, pedestrianization of the furthermore the recovery of public green areas and services

할 단일 프로그램으로 사무소가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피사 출신의 피렌체 건축대학 학생 다수가 참여할 예

could improve the redefi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peripheral areas. Formalized in

정이다. Fig 13, 16, 17 1979년 이래로 성곽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복원을 위한 초기의 여러

1998, the “project walls”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seventies, on the initiative of the Project Office

제안은 1985년 성곽 전체에 대한 사업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몇몇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

of the Municipality-an organization created and directed by Massimo Carmassi- with a series of detailed

다. 1979년 상갈로 요새의 해자 발굴에서 한 세기도 넘게 묻혀 있던 상갈로 다리가 드러났고, Fig 22, 23, 24,

urban projects, as a program for about a quarter of century, to which a large number of students of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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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스탐파체(Stampace)의 지원으로 나비첼리(Navicelli)의 해자도 발굴했다. 1985년에는 해자와 아

from the university of architecture in Florence will contribute, coordinated by the Office. Fig 13, 16, 17

르노강 사이에 연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메디치 폭포의 복원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1989년에는 상갈로

The first proposals for restoration are based since 1979, based on this heritage of knowledge , synthesized

요새에서 브루넬레스키(Brunelleschi)가 축조한 기다란 야외 갤러리 한 구간과 주벽(main wall)이 복구되

in 1985, in a project for the whole ring of walls. At the same time, we have made some concrete

었다. Fig 29, 30, 31

achievements: the 1979 excavation of the moat of the florentine fortress, with the highlighting of the
Sangallo bridge,

Fig 22, 23, 24, 25, 26, 27 buried for over a century, and the excavation of the moat of

필자는 1990년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그만 둔 뒤에도 이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

Navicelli, in support of Stampace, which followed, in 1985,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connection

고 있으며, 성곽 주요 벽면 세 곳에 대한 새로운 측량 결과도 내놓았다. 이는 세 개의 대형 엑소노메트릭 투

between the ditch and the Arno, and the restoration project of the Medici cataract. In 1989, there was the

시도(axonometric views)로 종합되었다(1991).

recovery of a long section of the open gallery and the main wall founded by Brunelleschi in the Sangallo

또한 상갈로 요새 복원사업(1997/98)과 성벽을 따라 해당 구역에서 진행하는 국제적인 사업인 ‘Progetto

fortress. Fig 29, 30, 31

Mura(Project Walls)’도 설계했다(1998). 본 프로젝트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성곽과 여러
기념물의 재건부터 성곽 인접 지역에 부적절하게 위치한 의미 없는 건물의 철거까지 다양한 차원의 개입이

After leaving office’s project in the municipality in 1990 Carmassi has continued to work for improving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성곽 안팎의 도시 전면(前面)을 재설정하고 기존 도시 블록의 설계를 완성하면서 주변

the wall’s project, realizing new surveys that have been synthesized into three large axonometric views of

지역과 중심부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공 서비스 시설을 수용하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Fig 13, 16

the three main sides of the walls (1991).

전략적인 사업만큼이나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다 세밀

Also he has designed the restoration project of the fortress of SANGALLO(1997/98),and a global

한 전개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20세기 초 파괴된 성곽 남쪽 유실 부분에서 진행된

project of the areas along the walls called “Progetto Mura”(1998). Divided into several areas, the “project

버스터미널 신설과 치타델라 공원(Cittadella park)과 관련된 첫 번째 복구 프로젝트(1979)의 수정, Fig 18,

walls” deployed interventions on a gradient that ranged from restoration- of the walls and monuments-

19 그리고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복구 사업을 들 수 있다. 산책로인 이 보행로 복구 사업은 건축적 응

to demolition for buildings, devoid of quality and improperly located close to the city walls. Consequently

급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이후 (신중한) 추가적인 결정과 함께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the project provides new buildings in order to redefine those urban fronts inside and outside the walls,

상갈로 요새 복구 프로젝트(1998)는 다양한 규모와 여러 설계 옵션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보다 넓은 범위에

to complete the design of existing blocks, to accommodate public service facilities in the interchanges

서 건축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통해 요새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졌다. Fig 28 이를 통해 현재 동쪽 모

between the periphery and the center.

퉁이를 가로지르는 길을 요새 바깥으로 내어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토리아 다리로 진입하

are characterized by a good level of definition and in others, waiting for further project specifications.

는 경사로에 해당하는 제방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했다. 또한 19세기에 파괴된 성곽 남쪽 기저부가 발

Eminent examples of this approach are the project for the new terminal for buses, located in front of a

굴되었는데, 아성(牙城) 근처에 있는 물이 채워진 해자를 복원하면서 요새화된 원형지대와 그 역학적 유지

section of the south wall demo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the rewriting of

(mechanic viability) 사이의 간극이 강조되었다. 북쪽 면에서는 룬가르노(Lungarno) 유적을 방대하면서

the first project (1979) of the recovery of the Cittadella park

도 기존의 옛 전망을 갖춘 곳으로 재건(reconstruction)하고, 성벽을 따라 위치한 야외 갤러리와 보행로가

path connected to the cathedral. This promenade has been subsequently scanned with more decision (and

끝나는 지점에서 강과 도시의 확 트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쪽 면에는 여러 지점에서 교차되는 새로운

precision) by a sequence of architectural emergencies.

Fig 13, 16 The proposals, as urgent as strategic, in some cases

Fig 18, 19 and the project of the pedestrian

건물이 옛 ‘피아지오네 델 그라노(Piaggione del grano)’에 상응하는 비아 보비오(Via Bovio)를 따라 축
조된 제방 전면의 모습을 도드라지게 했다. Fig 8, 28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굴한, 부분적으로 축조

The variety of scale and different design options also characterized the proposal (1998) for the Sangallo

된 제방은 공공 서비스 및 상업 서비스를 위한 신축 건물들로 재정비되었다. 이로 인해 기다란 형태의 광장

fortress, where the completion of the monument restoration was placed in a wider, architectural, and

이 조성되었으며, 성벽이 있는 쪽으로는 해자를 따라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경관 길이 만들어졌다. ‘아성 자

viable project. Fig 28 The plan is to bring outside of the fortress the road that now crosses at the corner

리’ 앞 제방의 남쪽 모퉁이에 있는 건물부터는 비아 보비오와 룬가르노 사이 모퉁이 건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east, limiting this possibility only to pedestrians, and proposes the creation of an underground car park,

상당한 규모의 건축적 구조 변경이 제안되었다. 경계 구역에서의 작업은 요새와 정원을 되살리면서도 공적인

which exploits the embankment corresponding to the access ramp to the bridge Vittoria. The foundations

사용 목적이 함께 고려되었다. 요새 복구의 결과는 폭우가 내린 후 범람 시 홍수가 휩쓸고 간 해자의 모습을

of the southern part, which was demolish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re brought to light; the distance

통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Fig 32 요새의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야외 영화상영이 가능하도록 나

between the fortified circle and mechanic viability is emphasized, restoring the water-filled moat around

무로 간단한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1998).

the keep. In the north front of the area it proposes the reconstruction of the ruins on the Lungarno with
volumes and existing ancient prospects, and the panoramic view of the river and the city from where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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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 gallery and walkway along the ramparts ended.

성곽(the Town walls) 복구에 관한 전시회가 열렸다.
필자는 2010년 베니스 IUAV대학에서 건축보존 실습을 다루는 5학년 한 학기 강의를 맡았으며 이 강의를

On the west side, a new building, crossed at several points, defines the front of the embankment along

통해 1998년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 그 결과 보다 새롭고 원숙한 제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Via Bovio corresponding to the old “Piaggione del grano.” Fig 8, 28 Excavated to create the underground

두 그룹의 학생이 당시의 연구를 계속했는데, 마르첼로 갈리오또, 알레산드라 람파조 두 사람은 건축보존 분

parking, the embankment has been reorganized with new buildings for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야 석사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도판 20은 그들의 대표적인 연구이며, 그들은 성채 및 옛 조선소 복구

which define a long square, while, on the side towards the fortress, the project prepares a scenic route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Fig 21

with descents to the moat. From the building which stands on the corner south of the embankment in

아르세날레 메디체오(Arsenale Mediceo)와 아르노강에 이르는 경사로 복원사업은 파올로 피오렌치스, 비토

front of “ear of the keep”, a volumetric and architectural reconfiguration is proposed, in a similar way to

리오 셀리아 두 학생이 설계했으며, 해당 내용은 그들의 건축석사 논문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졌다.

that of the corner building between Via Bovio and the Lungarno. The work on the edge of the area is of

최근에는 성곽 꼭대기 부분을 활용한다는 명목 하에 1.20(미터) 폭의 길을 내기 위해 많은 돈을 엉뚱하게

course integrated with the objectives of rehabilitation and public use of the fortress and of its garden. A

쏟아 부었는데, 현란한데다 안전하지도 않은 난간을 설치해 성당과 수도원 앞쪽 성벽의 원래 모습이 사라져

prefiguration of the recovery results of the monument is offered from the image , taken on the occasion

버렸다.

of the flooding of the ditch after heavy rain of the bastion brushed from the water Fig 32 ; a taste of the

또 일부에서는 흉벽에 벽돌담이 들어서 성벽의 예전 아름다운 모습이 훼손되었다. 게다가 성벽 인근의 빈 공

different possible ways to enjoy the public space of the fortress is the implementation, inside (1998), of a

간에는 예정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전혀 관련 없는 기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심지

light wood platform, to host an outdoor cinema.

어 동남쪽 성벽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는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공공건물이 들어서기까지 한 실
정이다. Fig 34, 35, 36

In September 1998, in Palazzo Lanfranchi (one of the first restored buildings Carmassi in Pisa), there
was an great exhibition on the recovery of the Town walls. In 2010, I have held a semester of the fifth year
of the laboratory in architecture for conservation at IUAV in Venice during which has been deepened
the wall project of 1998,with more new mature proposals. Two groups of students, Marcello Galiotto
and Alessandra Rampazzo have continued their work with the thesis in master of architecture for the
conservation of which is represented in Figure n°20, The recovery project of the Citadel and the ancient
shipyards. Fig 21

The restoration project of “Arsenale Medicieo” and the ramps toward the Arno was designed by
students Paolo Fiorencis and Vittorio Celia, equally for their thesis in master of architecture.
After this date, an expensive unnecessary investment has been done in order to make practicable to the
summit of the walls a path of 1.20 in width that destroyed with the garish and insecure railings, the purity
of the secular vision of the walls in front of the Cathedral and baptistery.
In some parts, brick walls have been realized between the battlements, deforming the ancient and the
beautiful profile of the walls. Also there was not realized any of the provided interventions to free areas
near the walls, occupied by functions irrelevant to enable their vision from the outside. It was built even a
이탈리아에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수백 곳의 이름난 옛 도시들이 있다. 피사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도시 중 하나로 대성당을 비롯
Figure 1	
해 녹음이 짙은 기적의 광장(Piazza dei Miracoli)의 여러 기념물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탑이 있다. 그러나 피사에는 그만큼 유명하지
는 않지만 이탈리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잘 보존된 중세 도시성곽이 남아있다. 위 사진은 성곽의 북쪽 면으로 성당을 비롯해 푸른 잔디에 위치한
여러 기념물 유적(세례당과 공동묘지, 사탑) 인근을 촬영한 것이다.
In Italy there are hundreds of prominent ancient city that was being defended by a ring walls. Pisa is one of the most famous and finest city of Italy, because
	
of his Cathedral and the other monuments of the green square known as “Piazza dei Miracoli”,That the most important is the leaning tower. But another
considerable monument of Pisa is the medieval ring of town walls which is not so famous, but is one of the finest and well conserved in Italy. This photograph
shows The north side of the wall in correspondence with the cathedral and other monuments of the lawn (baptistery, graveyard and leaning tower).

public building just a few meters from the southeast side of the wall in place of a building just demolished.
Fig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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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도시의 경계 부분으로, 성벽이 깊게 손상되어 있다.
A part that delimits the town with a deep lesion.
Figure 7 20세기 초 파괴된 성곽 서쪽 구간 성문 벽체의 수직 단면
성곽은 석재와 수경성 석회로 지어졌으며, 로마 시대 공법상 두께 2.2m, 높이 11m의 벽이 이어졌다. 1.7m
높이의 벽돌로 만들어진 총안(흉벽)이 성벽 상부의 통로를 보호한다.
A vertical section of the wall with a gate in a part of the west side of the wall demolished on the first years
of twentieth- century.
The walls were made of stone and hydraulic lime, for subsequent batches, with a thickness of two
hundred twenty centimeters and a height of 11 meters, according to the techniques of Roman masonry.
The route to the summit was protected by 1 meter and seventy centimeters high brick battlements.

피사 평면(1846년). 대성당은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해있다. 19세기 중반 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성곽 안쪽이며, (성곽을 기준으로) 대규
Figure 2	
모 경작지와 분리돼 있다. 이 경작지들은 20세기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로 흡수됐다. 1900년대 초 성벽의 서쪽과 남쪽이 파괴되었다.
		The plan of the city of Pisa in 1846 the cathedral is located on the northeast corner. The mid of the 19th century the built part of the
city is included inside the perimeter of its medieval walls, from which it is separated by large cultivated areas. These have absorbed the
expansion of the city during the following century.
		
Fortunately the early the 900th some stretches of the walls were demolished on the west side, and south.

Figure 3, 4, 5 다른 성곽 부분 사진. 오래 전 한 전쟁으로 파괴된 후 벽돌과 돌로 다시 지은 것을 볼 수 있다.
풀이 자라고 있는 성벽, 그리고 피렌체와의 전쟁 중 파괴되어 벽돌로 다시 지은 구간 사진. 피사는 1509년 전쟁으로 자유를 잃게 된다.
깊은 균열이 있는 성벽
		Other Photographs of the town wall in other parts of the ring. You see a part ruined during an ancient war, rebuilt with brick and stone layers. Another part covered with self vegetation and the side
rebuilt with bricks after its destruction during the war against the city of Florence when Pisa lost his freedom in fifteen zero nine.
		A part of the wall with a deep crack.

Figure 8 도시 성벽 도면. 도면에서 붉은 색은 건물, 녹색은 녹지다.
필자는 70년대 초반부터 성곽 둘레 지역을 연구 중이다. 여
기에는 공터와 폐쇄된 공단, 2차 대전 당시 파괴돼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기타 건물이 남아있다. 연구의 핵심은 성곽의
보존과 복구에 반드시 필요한 성곽 및 인근 기념물에 대한
측량이다. 이와 동시에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그 결과를
모아 1998년 하나의 도면에 옮겼다. 이 작업의 목적은 성곽
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밖에서 성곽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도시 현황을 검토하는 한 사업
에 맞춰 진행되었다. 당시 포함된 구역의 면적은 80ha이다.
This is the plan of the town wall. The areas included in the
plan are colored: red the buildings green the free green areas.
I have studied the areas along the perimeter of the walls
since the early seventies, partly free, partly occupied by
disused industries and other buildings which still have to be
recovered, damaged monuments from the last World War.
The key part of this study consist of the survey of the Walls
and of the neighboring monuments,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for thei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t the same time,
I developed a series of projects that have been studied and
gathered in a unified plan of nineteen ninety eight, whose
main objectives were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Walls
and the recovery of their visibility from the outside, according
to a urban review program involving a ring of eighty hectares
of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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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대성당 및 사탑 앞 북쪽 성벽
The north side of the town wall in front of the Cathedral and of the lining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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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대성당을 비롯해 인근 기념물이 있는 잔디에 면한 성곽 안쪽 벽
			The interior side of the town wall which bounds the lawn of the Cathedral and of the
other monuments.

Figure 12 고대 공동묘지 도면 중 일부 상세. 필자와 동료들은 유적의 세밀하고 완벽한 기하학적 도면을 개선하고 건축 재료를 표현하기 위해 3,600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A detail of one of the several paper drawing of the ancient cemetery, which requested to me and my collaborators three thousand and six hundred hours of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refine and perfecting the drawings of the geometry and to represent the constructions materials of the monument.

Figure 11 그리스 아고라, 로마 포럼의 대리석 건물을 떠올리게 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보인다.
			 These is the ideal image of the town which reminds the marble buildings of a Greek agora and of a roman Forum.

Figure 13		대성당에서 치타델라, 아르노강에 이르는 보행자 도로.(좌)
		이에 반해 필자의 도면은 옛 성벽을 따라 위치한 인근 지역, 그리고 대성당과 아르노강을 연결하는 보행로의 복구를 제안하고 있다.(우)
A pedestrian path from the Cathedral to Cittadella and to Arno river(Left)
		On the contrary my plan suggests to recover the areas along the ancient wall and of a pedestrian path which connects the Cathedral with the Arno
Rive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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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19세기 말 촬영한 옛 도시 성벽, 사진 뒤로는 대성당이 보인다.
		 The ancient town wall with the Cathedral in the background in a photograph of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Figure 17		 도시 성벽 실측도면. 도시 리뉴얼과 복원의 기초자료이다.
		 Some survey drawings of the town wall that I consider a basic instrument of urban renewal and restoration.

Figure 15 동일한 부분의 성벽. 20세기 초 파괴될 당시의 모습이다. The same part of the town wall during its destruc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Figure 16 도시 서쪽 면을 나타낸 두 개의 엑소노메트릭 투시도.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비교하고 있다. 대성당과 병원을 비롯해 파괴된 성곽 지하, 대학도서관으로 바뀐 병영이 있다.
	The comparison between two axonometric views, of the west side of the town. Today situation and plan. The Cathedral, the hospital, the discovery of the basement of the destroyed town wall, the
barracks transformed as the university library.

Figure 18 서쪽 성벽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
		 T he view of the town from west side.

Figure 19 나무로 만든 대형 성채 모형. 타워가 보이며 오른쪽에는 메디치가의 해군 조선소가 있다.
		The wood model of the citadel to a large scale with the tower and the Medicean naval
dockyard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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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복원 당시 메디치가 해군 조선소 내부
		 The interior space of the Medicean naval dockyard during the restoration work.

Figure 20 		성곽 경계에 위치한 옛 조선소.
		왼쪽의 중세 해군 조선소 유적은 재건될 예정이다. 오른쪽의 메디치가 해군 조선소는최근 발굴된 로마 선박들을 전시할 해군 박물관으로 복원된다.
		The ancient shipyard bounded from the town wall.
The ruin of the medieval naval dockyard on the left will be rebuilt. The Medicean naval dockyard on the right will be restored as a naval museum of the roman ships recently discovered in an archeological area.

Figure 22, 23 원통형 타워가 있는 주벽의 1989년 복원 전과 후의 모습
			 The main wall with the cylindrical towers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work 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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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재발견된 다리와 요새의 해자를 묘사한 투시도
		 A perspective drawing which represents the rediscovered bridge and the moat of the fortress.

Figure 27 상갈로 요새 주벽의 측량도 및 나무모형
		 The survey drawing and the wood model of the main wall of the Florentine fortress.

Figure 25, 26 복원 전후 옛 다리의 모습
		 The ancient bridge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work.

Figure 28 상갈로 요새의 엑소노메트릭 투시도. 현재 모습과 복원 계획을 비교하고 있다. 복원 계획에는 파괴된 요새 남쪽 부분(오른쪽)과 아르노강을 따라 위치한 숨겨진 북쪽 부분(왼쪽)을 재발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르노강(왼쪽) 앞쪽의 건물 유적 또한 재건(rebuilt)하고 해자를 따라 위치한 몇몇 건물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Axonometric views of the Florentine fortress in the presen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plan idea. The plan proposes to rediscover the base of the destroyed south part of the fortress, on the right,
and the north hidden part along the river Arno on the left.
The ruined buildings in front of the Arno river on the left, will be rebuilt and some other buildings along the moat will be remod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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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34, 35
최근 성곽 꼭대기에 설치된 저급한 수준의
현란하고 안전하지도 않은 난간들
photos are nasty, garish and insecure
representation and examples of railings made
recently to the summit of the walls.

Figure 29 벽의 로지아 복원 전후
		 The loggia of the main wall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work.

Figure 30, 31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복원과정 모습
		 The sequence of several craft made restor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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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폭우 후 물이 채워진 해자
		 A photograph of the discovered moat after a storm (raindrop)

Figure 36 흉벽 사이를 벽돌로 채운 모습. 잘못된 공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This picture is the notable example of a wrong insertion of the small masonry made by bricks between ba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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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Figure 37~43 새 재료를 이용해 단일하고 도식적으로 완전하게 복구했다는 점이 안타깝다. 옛 도성의 원래 특징을 느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히 복구했으니 향후 수 백 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발굴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t is unfortunate that the walls have been completed all, with new material as a uniform and schematic, that prevents to appreciate the true nature of the ancient monument. On the other hand their
completion will allow keeping them still for centuries. It would be desirable, however, that from now on the parts that have not yet been completed were preserved in their archaeological 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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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의 기초 부분을 발굴한 최근의 성과가 땅 속에 남아있는 전체 유적의 발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I hope that the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 which has unearthed a section of the foundations of

다. 특히 세련된 형태로 유적을 보호하면서도 관람객들을 위한 안전한 길을 내고 다양한 언어로 유산에 대

the ancient walls could be expanded up to discover the entire stretch undergrounded, providing for

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면과 모형을 설치하는 등 박물관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건축

their protection an insulating coverage, designed in a refined way with an adequate musealization and

물은 기존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고고학적 발굴의 확장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 44~55

the necessary paths to visit, without danger, equipped with historical information readable in various
languages, drawings and explanatory models. The new architecture should harmonize with the context,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Fig 44-55

Figure 56~57 가능한 시점에 발굴을 통해 다른 기초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지은 건물이 들어선 곳도 마찬가지다.
(기초 부분과 최근 지은 건물 사이에) 질적으로 동일한 건축적 작업을 진행해 (보행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Other stretches of foundations, in the points where this will be possible, should be discovered thr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also stretches which now occupied by the recent construction and
	
adequately protected with an homogeneous architectural works between them who makes it readable the paths.

Figure 58~62 	방문객들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고, 성곽을 훼손할 수 있는 야외활동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성곽을 둘러싼,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울타리와 나무는 반드시 잘 보호해야 한다.
		The hedges and trees that surround the walls, especially on hills, should be kept far enough, for about a free strip in order to provide visitors with better outlooks from a distance and also to avoid the
danger of possible summer fires that may cause the destruction.
Figure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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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주변에 설치된 모든 통로는 의무적으로 상시 방문과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야 한다. 성벽 안팎의 길은

All over the perimeter of the existing walls should be fitted with obligatory paths capable of ensuring a

개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책 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도 건축적으로 세련

regular visit and the necessary escape routes in a safety mode.

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좀 더 관심을 가가져야 할 점을 들자면, 적절한 거리마다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These inside and outside paths should be designed, together with the necessary signs, in a refined

한다. 또한 성벽의 모형을 비롯하여, 연계 가능한 다른 옛 기념물과 도시 전체 모습을 담은 양방향 비디오를

architectural approach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transition and provide the pleasure of walking. In

갖춘 안내소를 만들어야 한다. Fig 63~70

the more interesting points, at appropriate distances should be implemented refreshment stations and
information on the walls with models and interactive video, possibly linked to other ancient monuments
and particular panoramic views over the city. Fig 63~70

Figure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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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스카나 남부의 그로세트 가보라노 산업유적과 관련된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유적은

I would like to enclose to my observations some images of an industrial archaeological site in southern

황철석 광산으로 황산을 얻기 위한 추출 및 가공 장비가 남아있다. 최근의 대형 석조 구조물을 포함하는 복

Tuscany, made up of a pyrite mine with the equipment for the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the mineral to

합단지이지만 통로와 철제 계단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또한 별다른 방해 없이 유적

obtain sulfuric acid. The complex with large masonry structures quite recent, but very evocative where

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has been equipped with paths and steel stairs which allow to visit any part comfortably, valuing antique
industrial architecture without disturbing it.

Figure 73		 산자락을 가로지른 건물 벽과 수직갱도로 이동하기 위한 철제 엘리베이터 타워.
		 The walls of the several buildings which cut the hills, and the iron elevator towers of the mine shaft.
Figure 71		유적 꼭대기로 가는 철제 계단이 설치된 주요 구조물
		 Two photographs of the main restored fabric with the steel stair witch brings to the top of the complex.

Figure 72		 유적 방문로 계획 도면
		 The schematic drawing of the path to visit the archeological complex.

Figure 74		 유적사진과 위에서 바라본 엑소노메트릭 도면이다.
		 A photograph of the complex and an axonometric drawing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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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 계단과 수평으로 난 길은 난간과 같은 베이지색 철골로 만들어졌다.
		 The stair which leads to the top. The steps and some horizontal paths are made up of close series of steel rods beige painted like the banister.

Figure 75 		물탱크 두 개. 유적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 계단과 수평으로 난 길은 난간과 같은 베이지색 철골로 만들어졌다.
		Two water cisterns from which start the path to visit the complex. The stair which leads to the top. The steps and some horizontal paths are made up of close series of steel rods beige painted like the
banister.

Figure 76		 주요 구조부의 복원 전·후
		 The main fabric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work.

Figure 78		 철골로 만든 두 곳의 통로
		 Two details of the stee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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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화재 후 다시 지어진 숭례문을 방문하였다. 새로 지은 숭례문과 그 주변 거대한 유리 외관 건물들과의 대

After visiting the burnt great gate1 that has been rebuilt, I had the feeling that the contrast between the

비가 전적으로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또 이처럼 매우 역동적인 환경이 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rebuilt monument and large volumes of glass architecture that surround it is not entirely negative. And

확인하였다. 현재의 도시적 맥락과 잘 어우러져 있음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79~88

determines an environmental suggestion of great vitality testified also photogenic from the current urban
context. Fig 79~88

Figure 83 		숭례문의 석축
Masonry of Sungnyemun

Figure 84 숭례문 석축 상세
		 Stacked up stones in
Sungnyemun

Figure 85 		숭례문 석축 상세
Close-up of masonry in Sungnyemun

Figure 79 숭례문(한양도성의 남쪽 문)
			 Sungnyemun (South Gate of Seoul City Wall)

도심 속 숭례문과 주변 빌딩
Figure 86~88	
Sungnyemun and neighboring buildings in the city

숭례문의 목조 문루 상세
Figure 80~81	
Close-up of a wooden gate tower of Sungnyemun

Figure 82			 숭례문 홍예문의 천장
Archway ceiling of Sungnyemun

1	Sungnyemun Gate (South Gate of Seoul City Wall) is a main entrance of the Seoul City Wall that keeps its appearance at the time of wall construction in

1396. It was severly damaged by arson in 2008 and went through restoration which was completed in 2013. Restoration made the most use of survived
materials and reused partially destroyed materials by reinforcing them. Accordingly, Sungnyemun is now built with its original materials as well as new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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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유적 또한 그 완성도에도 불구

In the same way the finds discovered during excav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museum2 of

하고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지 않지만, 새 건물과 잘 어우러진다. 이들은 서울의 커다랗고 살아 있는

Zaha Hadid despite their completion does not seem correct from the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they

새로운 광장이 된 것 같다. Fig 89~91

integrate well with the new architecture, which appears as a new big lively square of the city.

Figure 89 		 DDP와 한양도성의 이간수문
DDP and Igansumun, a two-arch floodgate, of the Seoul City Wall

Figure 91 복원된 한양도성 이간수문
Restored Igansumun

2	The Great Museum means DDP (Dongdaemun Design Plaza) which was constructed in 2015 as a complex cultural space for exhibition, museum,

Figure 90 		 복원된 한양도성 성벽과 새롭게 조성된 역사문화공원
Restored wall and newly established History and Culture Park

international conference, gallery, etc. The site of DDP used to be Kyungsung Stadium which was built after demolishing parts of the Seoul City Wall in
1926 during the Japanese rule. In 2007, the stadium was torn down, and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followed for DDP construction. As a result, some
elements of Seoul City Wall were discovered including walls, Igansumun (a two-arch floodgate) and a bastion. The current History and Culture Park was
created with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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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불빛 장식이 가미된 서울을 본 딴 대형 모형을 본 뒤 나는 밤에 볼 수 있는

To conclude, after visiting the large illuminated model of Seoul Museum of History, I think it would

멋진 석조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도성을 따라 수직으로 레이저 불빛을 쏘고, 지금은 파괴돼 남

be very suggestive,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great looking masonry during the night, disposing a

아있지 않은 도성 자리에도 조명을 설치해 빛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어디에서나 화려한 불빛의

sequence of vertical laser rays along the perimeter of the walls also in the stretches where these have been

한양도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stroyed, adjusted in order to achieve a constant height thus to determine the formation of a luminous
perimeter wall, visible from each point of the city.

Figure 92 		서울 도시모형영상관 (서울역사박물관)
The City Model Image Hall in Seoul Museum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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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세계유산의 하나인 일본 나라 궁궐지 정전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

I will talk about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excavated wall structures in Japan, especially the case

서 발굴된 성벽구조의 보호와 전시, 특히 나라 궁궐지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of Nara palace site. This is the contents.

첫째, 일본의 도시성곽

1) City walls in Japan

둘째, 역사 유적지의 전시를 위한 정책 (나라 궁궐지의 사례)

2) Policy for the presentation of historic sites (case of Nara palace site)

셋째, 성벽구조의 보호와 전시

3)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wall structure

넷째, 재건된 성벽 성벽의 조치

4) Treatment of reconstructed wall

1. 일본의 도시성곽

1. City walls in Japan

먼저 일본 도시성곽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계획도시로, 세 가지 유형이 있

I will first tal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ity walls in Japan generally. These are typical planned cities

다. 그림1은 6-9세기에 세워진 대도시들이다. 그림2는 사원도시(지나이쵸 寺內町), 그림3은 15-19세기에 세

in Japan and we only have three types of planned cities. Fig.1 is great cities built from 6th to 9th century.

워진 성곽도시(조카마치 城下町)이다.

Fig.2 is temple towns. And Fig.3 is castle town built from 15th to 19th century.

Figure 1 고대 격자도시(6-9세기)
Ancient grid cities(6-9C)

Figure 2 해자로 둘러싸인 사원도시(15-16세기)
Moat-surrounded temple town(15-16C)

Figure 3 성곽도시(16-19세기)
Castle town (16-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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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도시 성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들 대도시들은

One typical character is in Fig.1 Almost all great cities do not have city walls. Great city’s origin is Chinese

중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본래 중국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이점은 중국과 중요한 차이점이

one. The original Chinese cities are surrounded by walls. It’s an important difference. Fig.2 and 3 have

다. 그림2와 3의 경우, 도시 주위를 둘러싼 성벽이 있었지만 이것은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선 후에

surrounding walls, but after the establishments of Tokugawa shogunate in early 17th century, walls were

철거된다. 따라서 일본 도시에서 성곽은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의 기간에만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

gone. So in Japan, city walls were built just from 15th to early 17th century. Maybe we don’t have a custom

은 도시에 성곽을 세우는 전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

of making city walls because we are surrounded by the sea. Anyway, actually we have a rare case, in great

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곽이 있는 나라(奈良) 궁궐지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Fig 4 나라 궁궐지 남

cities only Nara palace site had city walls. Fig 4 In the south end, there was city walls built to surround

단에는 일본어로 ‘라조(羅城)’라고 하는 수도를 에워싸는 도시성곽이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나성(羅城)’에

the capital called “rajo”, in Japanese, maybe “naseong” in korean. In China or Korea, city walls is big and

해당한다. 중국이나 한국의 도시성곽은 넓고 거대하며, 상단에는 보행통로가 있다. 하지만 나라 궁궐지의 경

it has width and a walking corridor on the top. But in the case of Nara palace site like this, it’s a big fence

우 이것은 성벽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담장(fence)에 가깝다. 물론 여기에는 방어 기능이 없고 장식이라는 시

rather than a wall I think. Of course it doesn’t have a function of defense but of only visual meaning for

각적인 의미만 있으며, 나라의 궁궐은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토담 건축양식은 ‘츠이지(築地)’라고 하

decorating and the Nara Palace was enclosed by earthen walls. This architecture style of earthen walls is

며 Fig 5 이 양식은 궁이나 주택 담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토담의 형태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what we call ‘tsuiji’. Fig 5 The style is same as fence of palaces or houses. Later I will explain about this

한다.

type of walls.

Figure 5 일본 나라 도시성곽(나성)의 단면
The section of city wall “羅城” in Nara palace

Figure 4 일본 나라 궁궐지(헤이조쿄)의 도시성곽(羅城 나성)
City wall “羅城” in Nara palac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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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세기 말의 성곽도시를 둘러싼 성벽에 대하여, 교토에 훌륭한 사례가 있다. 그림 6은 교토 지도로,

Next I will talk about the surrounding walls of castle city in late 16th century. A good example exists in

교토는 원래 ‘헤이안쿄(平安京)’라는 이름의 고대 대도시였다.

Kyoto. This is a map

Fig 6 of Kyoto, where I live in. Kyoto is originally ancient great city, the name is

‘Heiankyo’.
16세기말, 교토는 성곽도시에서 대도시로 개조된다. 도시를 에워싸는 이 정도 규모의 도시성곽을 ‘오도이(御
土居)’라고 한다. 현재는 교토에 일부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런 ‘오도이’의 잔재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In the end of 16th century, it was remodeled from great city to castle city. When the city was surrounded

Fig 7 사실 이것은 성벽이라기보다 제방, 혹은 흙을 쌓아 만든 언덕이다. 여기에는 장식적인 의미는 없지만,

by city walls like this size, we call it ‘odoi’. Now it is partly remaining only here and we can see partly
Fig 7 Actually it is not a wall but embankment or earthen mound. It doesn’t

도시를 에워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오도이’는 오늘날 그렇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교

remaining ‘odoi’ like this.

토의 도시 이미지와 과거의 위대한 ‘헤이안쿄’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 ‘오도이’가 교토의 도시를

have decorative meaning but has a symbolic meaning of surrounding the city. Now it is not so popular.

상징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일본의 성벽이 있는 몇몇 도시에 있어, 성벽은 시각적인 혹은 방어적인

Many people think that the city image of Kyoto and the image of ‘Heiankyo’, the former great, this ‘odoi’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오도이’는 두 의미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토의 성벽이 도시의 상징적 기념

doesn’t blend in the role of the urban symbol of Kyoto. In Japan, sometimes city had walls but they have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ither visual or defensive meaning. They don’t have both meaning. So it doesn’t become the symbolic
monument of the city, I think.

Figure 7 토루 오도이(16세기) - 교토를 제방으로 쌓아 둘러 쌈 ODOI - surrounding embankment of Kyoto, 16C

Figure 6 교토시 The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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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유적지의 전시를 위한 정책

2. Policy for the presentation of historic site

이 장에서는 발굴된 성벽구조의 보호와 전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세계유산의 핵심 구역의

Next, I trea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excavated wall structure. First I will explain about the policy

하나인 나라 궁궐지의 사례를 통해 역사 유적지의 전시를 위한 정책에 관해 설명하겠다. Fig 8 이 유적지는

for the presentation of historic sites, as an example, Nara palace site, which is one of core properties of

건물은 물론,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매장 문화재의 전시가 최우선이지만, 이런

World Heritage Site.

경우, 유적지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D 혹은 3D 전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presentation of buried cultural assets is a first priority, but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시 방법이 시도되었다.

presentation is also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value of this site. In this site, many

Fig 8 In this site, there’s no remaining building, nothing, all vanished. Of course

methods of presentations are attempted:
첫째, 유구 노출 전시 Fig 9
둘째, 토피어리를 이용한 열주의 재현 Fig 10

1) Presentation of exposed remains Fig 9

셋째, 기단의 재건 Fig 11

2) Representation of columns by topiary Fig 10

넷째, 실물 크기의 재건 Fig 12

3) Reconstruction of basement Fig 11

다섯째, 발굴된 유적의 온전한 복제 Fig 13

4) Full size of reconstruction Fig 12
5) Full replication of excavated remains Fig 13

a) FRP로 제작하여 채색한 경우

a) This case is made of FRP and colored.

b) F RP로 제작한 복제품에 지붕을 덮은 것이 있다. 이때, 지붕의 형태는 지붕의 원 이미지를 토대로 제

b) This is also made of FRP and this replica is covered by a roof. The shape of roof is modeled on the

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original image of the roof, like that upper one. But it is not a good design, I think.

여섯째, 절반 높이의 재건, 높은 개연성 수준 아래로 재건을 멈춘다. Fig 14

6) Half height reconstruction, stopping the reconstruction beneath the high probability level Fig 14

Figure 9 유구 노출 전시
Exposed remains

Figure 8 나라 궁궐지, 헤이죠쿄
Nara palace site

Figure 10 토피어리를 이용한 열주의 재현
		 Representation of columns by top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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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실물 크기의 재건 Full size reconstruction

Figure 14 절반 높이 형태의 복원 Half height reconstruction

Figure 13 복제품에 의한 재현 Representation by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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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다이고쿠덴(大極 殿)’이라고 하는 나라 궁궐지의 정전으로, 2010년에 재건되었다. 실물 크기의 재

This is a main hall of Nara palace site called ‘daigokuden’, which was reconstructed in 2010(Fig.15). As a

건으로 이 부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이 수립되었다.

full size reconstruction, it is limited in this site. A policy is established:

첫째, 도시의 규모를 표시한다.(모서리 성벽을 재건하여) Fig 16

1) representation of size of the city (reconstruction of corner walls) Fig 16

둘째, 오늘날 나라시의 랜드마크로서 도시 중심가로의 표시를 위해 중문(中門)을 재건한다.

2) reconstruction of central gate for indicating the central access of the city as a landmark of today’s Nara city

셋째, 재건을 위해 궁궐 내 관청건물의 좋은 사례를 선정한다.

3) selection of good example of office buildings in the palace for reconstruction

넷째, 정원을 복원한다.

4) garden (no image)

다섯째, 정전(正殿)과 같은 궁궐의 주요 건물을 복원한다.

5) main hall, main building of the palace
This is a full policy of the reconstruction.

3.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wall structure
Next I’ll concentrate on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wall structure. There are some patterns of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wall structure. First is presenting the object itself. In Japan, the older
image of remaining earthen wall is in Nishinomiya Shrine of this image, which was built in 14th century.
Fig 17 This is the oldest one. The ancient walls from 7th to 13th centuries are all demolished and its

remains exists only under the ground. A good example is ‘odoi’ in Kyoto which I mentioned earlier. Fig 7
Figure 15 나라 궁궐지의 정전, 2010년 복원 Main hall of Nara palace site, reconstructed in 2010

Figure 16 모서리 성벽의 복원 Reconstruction of corner walls

It is restored like this and it’s a happy case I think. In other case, it is surrounded by a wire fence. Fig 7
Third case is restored like a park. Fig 18 Also a good example, I think.

3. 성벽구조의 보전과 전시
이 장의 주요 내용은 성벽 구조물의 전시와 보전이다. 성벽 구조물의 전
시와 보전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대상 자체를 전시하는 것
이다. 일본에 남아 있는 토담의 오래된 이미지 Fig 17는 14세기에 세워진
니시노미야 신사(西宮神社)에 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7-13세
기의 옛 성벽은 모두 파괴되었고 유적은 지하에만 있다. 토담의 경우, 앞
서 언급한 교토의 ‘오도이’가 좋은 사례이다. Fig 7 니시노미야 신사의 ‘오
도이’는 그림 18과 같이 복원되었고, 복원이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
른 경우로는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이 있으며, Fig 7 또는 공원처
럼 복원되는 것인데, Fig 18 이 또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Figure 17		 니시노미야 신사의 토담
		 The earthen wall in Nishinomiya Shrine

Figure 18 교토 오도이 복원 사례 _ 공원화
		 Reconstruction of Odoi restored like 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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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노출된 유적 자체를 전시하는 것이다. 노출된 성벽구조를 그대로 전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Second is presenting exposed remains itself. There is almost no example of exposed wall structure.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9에서 보이는 녹색 이끼의 경

Sometimes we tried but there is a very difficult problem. This serious problem can be seen in the green

우가 대표적이다. 이끼는 지하수를 차단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로, 이 상황은 계속 되어 유적은 점차 훼손

color of Fig.19. We cannot shut off the underground water so moss grows one after another. This situation

되어 간다. 이것은 일본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한국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유적은 그

rather goes on and the remains become gradually destroyed.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in case of

림 20처럼 흙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유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흙으로 덮어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

Japan and I guess also in Korea. Basically remains must be covered by soil for safe-guarding like Fig.20.

우 흙의 높이는 80㎝이다. 그리고 재건할 경우에는, 흙을 덮은 유적층은 지하에 남겨 둔다. 하나의 유적지

This is a remain itself and we always cover it by soil. And the soil’s height is 80 centimeters high. And

위에 많은 층위가 겹쳐 있을 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적지 전시는 대체로 한 시기만을 재

in case of reconstruction, the basement is put on this covered layer. There’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시기를 구성하기 위해 유적을 부분적으로 파괴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the case that many layers overlap in one site. And usually site presentation tends to represent the single
period. But it’s a fault if remains are partially destroyed for constructing a single period.

One idea of solution can be seen in a case of the second main hall in Nara palace site. Fig 21 This building
site is restored only the basement. But when looking carefully at a lower half part, is like an earthen
mound. And the basement is put on like a cap. It has a story and I will explain it. This remain is very
important because Nara palace site was discovered by this remain. Fig.22 is a picture of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is palace site was almost flat but only this part remained as a mound and it was called
‘daikoku lawn’ (‘daikoku-no-shiba’, grass mound of daikoku). ‘Daikoku’ is a corruption from ‘daigoku’ and
it means main hall. So this site was designed for presentation
as a mixture of original building’s basement and ‘daikoku
lawn’. It may not look so cool but I like i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it represents the overlapped
Figure 19 노출된 성벽과 훼손 상황
		 Exposed wall and destroyed situation

historical layers. Yesterday we visited Namsan excavated site

Figure 20		흙을 덮은 유적
			A remains covered by soil

and we looked at the remain of ‘Joseon Jingoo’. I hesitate to
Fig 21 이 건물지는 기단만

talk about preservation of that site because I’m Japanese.

복원되었다. 주의 깊게 보면, 아래 하단이 흙으로 만든 언덕처럼 보이고 기단은 모자처럼 그 위에 놓여 있음

But I was fascinated from that remain itself, especially one of

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의 층(層)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유적을 통해 나라 궁궐

the traces of column. It is embedded to put into the basement.

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2는 20세기 초 사진으로, 이 궁궐지는 거의 평평하지만 이 부분만 언덕으

That is the very old Japanese architectural style. Next we can

로 남아 있다. 이곳을 ‘다이코쿠노시바(大黒の芝, 다이코쿠의 풀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다이코쿠’는 ‘다

find traces of doors, and there are many traces of doors in

이고쿠’가 변형된 것이고, 정전(正殿)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유적지는 본래 건물의 기단과 ‘다이코쿠노시

that remain. But in the old picture, there is no doors or walls.

한 가지 해결 방안을 나라 궁궐지의 두 번째 정전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o such that remain has rich information which helps us to

바’가 혼합된 것을 전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언뜻 보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필자가 개
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다. 겹쳐져 있는 역사적 층위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Figure 21 나라 궁궐지의 편전터
		 Second Main Hall of Nara palace site

번 심포지엄에 앞서 우리는 남산 회현 발굴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조선신궁(朝鮮神宮)’의 유적을 보았다.
필자는 일본인이라, 신궁터 보전에 대해 말하기가 망설여지지만 유적 그 자체, 특히 기둥의 흔적에 매료되었
다. 그것은 기단에 들어가도록 박혀 있었는데, 이것은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일본의 건축 양식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림 21의 유적에서 많은 문(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에는 문이나
벽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이런 유적지의 과거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Figure 22 나라 궁궐지의 편전터, 20세기 초
		 Second Main Hall of Nara palace site, the beginning of th 20th century

understand the former appearances of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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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된 성벽의 처리

4. Treatment of reconstructed wall

다음으로는 성벽의 재건 방법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성벽의 재건에는 두

Next I’ll talk about methods of reconstructing walls and its treatment. This is the last chapter of my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그림 23와 같이 토담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토층, 즉 토층을 겹겹이 쌓아

presentation. There are two types of reconstruction. One is Fig.23 reconstruction of earthen wall. This is done

올리는 것이다. 각 층마다 토양의 부피는 절반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이 토담은 매우 단단하고 튼튼하다. 그

by putting on real earthen many layers, and piled up. Soil is compressed into a half volume for each layers so

림에서 컬러로 표시된 부분은 유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적 보호를 위해 지면아래 큰 규모의 기

this wall is very hard and tough. This colored place is for safeguarding remains itself. Safeguarding remains

초를 두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유적 자체와 분리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그림 24처럼, 외형만 표현하여 복

is very big under ground basement. Of course it is separated from remains itself. The other is the

제하는 경우이다.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게 때문에 지면아래 기초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완성된 외부

representation of only exterior is replicated. Because load is not so heavy, the underground basement is little

마감 재현이 정확할 수는 없다.

bit small. But the representation of the finished exterior cannot be precise.

Fig.24

This Fig 25~27 is the case of the second one, the wall next to the central gate. It seems like a full reconstruction
but actually in the gable side there is a door and inside is empty. And with time the surface will turn ugly, I
think. And it doesn’t increase its value, like this wall.

Figure 25 헤이죠쿄 스자쿠몬(朱雀門)과 토담 재건
Reconstruction of the earthen wall Suzakumon in Heijokyo

Figure 23		토담의 재건
		Reconstruction of earthen wall

Figure 24		토담 외형만 복원
		Representation of exterior only

그림 25~27는 중문(中門) 옆 담으로, 두 번째 설명의 경우에 해당한다. 완전히 복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은 박공 쪽에 문이 있고 내부는 비어 있는 형태로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보기 싫어질 것이다. 게다
가 이런 종류의 담장은 그 가치를 향상시키지도 않는다.

Figure 26~27 헤이죠교 토담의 외형만 표현한 경우
			
The representation of only exterior, earthen wall in Heij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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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9은 성벽의 완전한 복원 사례로, 전통적인 간수를 이용하여 흙을 다지고 부피를 절반으로 줄여

This Fig 30-33 is a case of a full reconstruction of the wall. It is built layer by layer, pushing soil into half a

토층을 겹겹이 쌓아 만든 것이다. 각 부분마다 간수의 비율을 달리하였는데, 오른쪽은 비율이 낮고, 왼쪽

volume with traditional bittern for coagulation of soil. We change the percentage of bittern for each part. Right

은 비율이 높다. 이것은 15년에 걸쳐 간수를 최소한으로 하여 만든 결과물로, 표면은 풍화되었지만 멋져 보

is less and left is more. These are result of 15 years using a least bittern part. The surface is strongly weathered

인다. 간수 사용의 비율을 증가시키면 결국에는 콘크리트 담처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실험 고고학의 일종일

but looks nice. A percentage is going up, so the last one looks like a concrete wall. This is one of experimental

수 있다. 이러한 재건 과정은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처럼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마지막 사

archaeology we think. Reconstruction itself has many problem but this particular case is quite touching. And

례가 담장 재건의 최선의 작업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작업이었고 외관의 느낌도

this is a last example and we think this is a best work of reconstructed wall. Very beautiful. Good work. And we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안내

think that appearance of atmosphere is excellent. But there are signboards standing like this. The sign says “you

판도 있다. 건물 유지의 관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will be punished if you write a graffiti or cause a damage on this building”. Management of maintenance of a
building is always difficult.

Figure 30~31 헤이죠쿄의 토담을 재건한 모습
The reconstruction of earthen wall in Heijokyo

Figure 28~29 헤이죠쿄의 토담을 재건한 모습
The reconstruction of earthen wall in Heij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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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 city wall was built on the base of the imperial city in the Daxing city of Sui dynasty
and Chang’an city of Tang dynasty. The Hanguang Entrance was a gate of the southern
wall of the imperial city of Daxing in the Sui and Chang’an in the Tang. The gate was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서안시는 유산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를 전승시

closely related to the Silk Road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Today, The Tang Hanguang

키고,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 법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유적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

Entrance Remains can be found within the southern wall of Xi’an City Wall. It now has a

관을 건립하였다.

history of more than 1,400 years. Xi’an Municipal Government has introduc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set up a museum to display its heritage to the public, with a view
to raising the public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 heritage protection, inheriting culture
and reliving history.

서안성곽, 당 함광문 유적, 보존, 전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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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alysing Xi’an city wall an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first we have to analysis research and
their closely related Daxing city and Chang’an city in the Sui Dynasty and Tang Dynasty. Sui and Tang Dynasties
was the most prosperous and strong historical period in China’s history, Sui Daxing city and Tang Chang’an city

로 체계적으로 조성된 최초의 도성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도 체계가 등장했으며, 이 걸작은 중국의 고대

is the first systematically-planned city in China’s history, based on the experience of city planning of the previous

도성계획 및 조영의 정점이 되었다.

generation. It created a new capital system, and this masterpiece is the pinnacle of Chinese ancient city planning
and urban construction.

1. 서안성곽의 발전과 당 함광문 유적
1. The Evolution of Xi’an City Wall an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1.1. 서안성곽의 발전
1.1 The Evolution of Xi’an City Wall
(1) 수의 대흥성, 당 장안성의 도시성곽[1]
수의 대흥성은 서기 582년에 조성되고 당시의 수도였다. 이후 당 왕조가 들어
서면서 도성의 이름은 정치적 평안이 지속된다는 뜻의 ‘장안(長安)’성으로 바뀌
2

Figure 1 당대 장안성 약도,
Sketch map of Chang’an city in Tang Dynasty

(1) The City Wall of Daxing in the Sui and Chang’an in the Tang[1]
Daxing City was built in 582 AD, it was the capital city of that time. After the foundation of Tang Dynasty, it was

었고 수도로 계속 유지되었다. 총면적은 84km 로, 방대한 규모와 정돈된 배치

named Chang’an City, which means everlasting harmony and still,it continued to be the capital. With the grand

를 특징으로 하며 남북으로 11개, 동서로 14개의 도로가 있다. 여기에는 총 109

scale and strict layout, Chang’an City occupies an area of 84㎢, with 11 avenues from south to north, 14 avenues

개의 방(坊)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대흥성은 전 세계 중세 도시 중 그 규모가

from west to east as well as 109 blocks. City of Daxing wa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during the Middle Ages. It

가장 컸으며,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인구 백 만이 넘는 대도시였다. 또한 국제

was an metropolitan with complete infrastructural facilities and a population of exceeding one million, and was

무역과 문화 소통 중심지였다. 역사적으로 중국 도시계획과 건설의 모델이 되었

also a cen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cultural communication. It has the greatest part of the civilization in the

던 장안성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도시계획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flourishing Tang Dynasty. As a model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in Chinese history, this city has far-reaching

수의 대흥, 당의 장안은 모두 세 구역, 즉 황성(皇城)과 궁성(宮城), 외곽성(外

influence on the city planning in Asian countries.

郭城)으로 구분된다. 황성에는 당의 중앙부처와 그 부속기관, 태묘와 제단 등이

City of Daxing in the Sui and Chang’an in the Tang dynast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imperial city, the Forbidden

자리했다. 궁성은 황제가 정사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머무르던 곳이다. 외곽성은

City and the exterior city. The imperial city was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s of the Tang Dynasty was,

일반 백성과 관리들이 살던 곳이다. 황성은 서안성곽 및 당 함광문 유적과 밀접

with affiliations, ancestral temple and sacred shrines. The Forbidden City is the place where emperors work and

히 연관돼 있었다.

their families live. The exterior city was the place where the civilians and ordinary officials live. The imperial city
was closely related to Xi’an City Wall and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외곽성, 황성, 궁성은 모두 성곽을 쌓아 지었다. 황성은 동, 서, 남 삼면에 성곽이 둘러있으며, 총면적은 5.2
㎢이다. 황성의 벽은 흙을 다진 판축으로 조성되었다. 동서 길이는 약 2,820m, 남북 길이는 약 843m이다.

The exterior city, the imperial city and the Forbidden City were all built with city walls. The imperial city was

총 7개의 성문이 황성의 삼면에 자리하며, 그 중 함광문, 주작문(朱雀門), 안상문(安上門)이 남면에 위치한

surrounded by walls on its three sides---its east, west and south sides, covering 5.2㎢. The walls of the imperial city

다.

were rammed-earth constructed. They were about 2,820m from the west to the east and 843m from the south to

서기 904년 군벌 출신의 주온(朱溫, 즉 朱全忠)은 당 소종(昭宗)을 협박해 낙양으로 천도하게 하였다. 장안

the north. There were 7 gates on the three sides of the imperial city among which were the Hanguang Entrance,

은 더 이상 당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천우(天祐) 1년, 우국군절도사(佑國軍節度使) 한건

Zhuque Entrance and Anshang Entrance on its southern side.

(韓建)은 궁성과 외곽성을 버리고 황성 자리에 ‘신성(新城)’을 건설했다. 당 말기에서 오대, 송, 원을 거쳐 명

In 904 AD, warlord Zhu Wen forced Emperor Zhaozong of Tang Dynasty to move the capital to Luoyang. As a

의 홍무제 7년(1374)에 이르기까지 장안은 그 명칭과 행정체계에 일부 변화를 겪었으나 ‘신성’ 자체에는 변화

result, Chang’an city lost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In the first year of the reign

가 없었다.[2]

of emperor Tianyou, the governer of Chang’an gave up the Forbidden City and the exterior city and built the “new
city” upon the base of the imperial city. Though the nam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Chang’an wa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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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tim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Tang Dynasty and the Five Dynasties to Song and Yuan Dynasties

(2) 명·청대 서안성곽[3]
1369년 명은 도시 이름을 ‘서쪽의 오랜 평화’라는 뜻의 서안(西安)으로 바꾼다. 서안을 서북지역의 정치·군
사적 요충지로 인식한 명의 첫 번째 황제 주원장(朱元璋)은 그의 둘째 아

and then to the seventh year of emperor Hongwu in the Ming Dynasty (1374), the “new city” had never changed
since then.

들 주상(朱樉)으로 하여금 서안을 방비하도록 했다. 1374년에서 1378년
까지 서안을 지켰던 지방 관리를 주축으로 서안성곽이 재건되었다. 재건
당시 북쪽과 동쪽 성곽이 본래 길이보다 약 1/3만큼 더 외곽으로 확장되
2

2

(2) Xi’an City Wall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3]
In 1369, the Ming Dynasty changed the city’s name to Xi’an, referring “long period of stability in the west”. Because

었으며, 이로 인해 성 내부 면적은 5.2km 에서 11.07km 로 넓어졌다(성

of the significant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 of Xi’an in the northwest region, Zhu Yuanzhang, the first emperor

곽 부분은 불 포함).

of the Ming Dynasty, appointed his second son, Zhu Shang to govern Xi’an. From 1374 to 1378, local officials
who guarded Xi’an rebuilt Xi’an City Wall. In the reconstruction, both the northern and eastern city walls were

청대 서안성곽의 면적은 전반적으로 명대와 동일하다. 청 왕조는 서안성

extended outside for about one-third their length, increasing the area in the city wall from 5.2㎢ to 11.07㎢ within

곽 내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했다.

the walls of the area(The city wall was not included).

대신 만주족 군대를 위한 만성(滿城), 한족 군대를 위해 남성(南城)이 축
Figure 2 명·청대 서안성 약도
		Sketch map of Xi'an city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조되었다. 1911년 혁명 당시 만성과 남성은 파괴된다. 이후 서안성곽에는

The overall size of Xi’an City Wall in the Qing Dynasty was the same as that in the Ming Dynasty. In Qing Dynasty,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the royal court stationed massive forces in Xi’an City Wall. Manzu City for the Manchu troops and Nan City for the
Han troops had been constructed instead.
After the Revolution of 1911, Manzu City and Nan City were demolished. Since then, Xi’an City Wall never changed

(3) 명·청대 서안성곽의 특징[4]
명·청대 서안성곽은 도성의 설계 면에서 명의 수도였던 남경(南京) 다음으로 꼽힌다. 서안성곽은 장방형의 형

greatly.

태를 기초로, 둘레 13.74km, 높이 10~12m, 위 너비 12~14m, 바닥두께 15~18m으로, 매우 거대하고 육
중하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동이나 훈련, 공격할 때, 충분한 병력을 수용할 수 있다. 해자와 성벽, 성곽이

(3) Characteristics of Xi’an City Wall in Ming and Qing Dynasties[4]

둘러싸고 있는 지역, 종루와 고루(도시 중앙에 위치해 시간을 알리고, 외부에 대한 감시, 접촉, 지휘부의 역

Xi’an City Wall in Ming and Qing dynasties is second to the capital of the Ming Dynasty--Nanjing in design.

할을 함)로 구성되어 있다. 14세기 이후 중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이자 냉병기시대 중국 군사방어체계가 가장

Shaped in a rectangle, it is 13.74km in circumference, 10m to 12m in height, 12m to 14m in top width, 15m to

잘 보존된 최대 규모의 도시성곽이다.

18m in bottom thickness, Xi’an City Wall was very large and strong, it could accommodate enough soldiers when
driving, training, combat in the war. Consisting of moat, rampart, inner circumferential district and bell and drum

당나라 때의 서안성곽은 주로 황토를 판축 하여 지어졌다. 성곽의 윗부분

tower (the city center to tell time as well as the city center of lookout, contact and command), it is the most famous

은 황토와 석회, 찹쌀물을 이용했다. 명대에는 섬서성의 최고사령관이었

city wall after the 14th century as well as the best preserved and largest military defense system in the cold weapon

던 장지(張祉)가 성곽에 검푸른 벽돌(靑磚)을 발랐으며, 섬서성을 관할했

age in China.

던 필원(畢沅)은 1781년 (청대에는) 성곽을 대대적으로 개조하였다.
Xi’an City Wall in Tang Dynasty was mainly made of rammed loess. Its top was composed of loess, lime and sticky

1.2. 당 함광문의 발전

rice juice. In Ming Dynasty, the commander-in-chief of Shaanxi applied the city wall with black bricks. In Qing
Dynasty the governors of Shaanxi province also massively repaired the city wall.

(1) 함광문과 승천문(承天門), 주작문(朱雀門)의 관계[5]
당대의 황성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3개의 도로와 동서로 뻗은 1개의 도

1.2. The Evolu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로로 구분되었다. 승천문은 수와 당 황제들이 대규모 ‘외전(外典)’ 행사
를 벌이던 곳이다. 새해와 동지를 기념하는 연회와 공연이 이곳에서 열렸

Figure 3 함광문과 실크로드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the Hanguang entrance and the Silk Road

(1) The relation between Hanguang Entrance and Chengtian Gate and Zhuque Gate[5]

으며, 사면과 정화 등의 의식과 행사, 각국의 조공 사신과 손님 접견이 모

The imperial city of Tang was divided with three south-north streets and one east-west avenue. Chengtian Gate is

두 이곳에서 준비되었다. 또한 일부 오락 활동도 이곳 승천문 앞에서 이

the place where emperors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held grand ceremonies of “the outer palace”. Banquets and

116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서안 성벽과 당 함광문 유적의
보존, 전시 및 활용

SCIENTIFIC CONSERVATION AND
CREATIVE INTERVENTION OF CITY WALLS

Conversation, Exhibition and Utilization of Xi’an
City Wall an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117

루어졌다. 주작문은 황성의 정문이다. 북쪽은 승천문, 남쪽은 명덕문(明德門)을 마주한다. 수·당대에는 일

performance would be given here to celebrate New Year’s Day and Winter Solstice Festival. In addition, rites and

부 중요한 행사가 여기에서 열렸다. 예를 들어, 589년 수 문제(文帝)는 큰 승리를 거둔 관료와 군인을 이곳

ceremonies such as pardon, thorough cleaning, reception of tributary emissaries from each state and guests from

에서 포상한 바 있다. 승천문가(承天門街)는 궁성의 승천문과 직접 마주하고 있으며 150m 넓이로 장안성에

the country were all held here. Some recreational activities were also held in front of Chengtian Entrance. Zhuque

서 가장 넓은 도로이다. 이 길은 오직 황제만 이용했으며 따라서 ‘천가(天街)’로 불렸다. 이 길은 수·당대 장

Entrance is the main entrance of the imperial city, facing Chengtian Gate in the north and Mingde Entrance in

안성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the south. During Sui and Tang dynasties, some important events were held here. For example, Emperor Wen of

함광문과 함광문가(含光門街): 함광문은 주작문에서 서쪽으로 약 660m 떨어져 있으며 승천문가와 평행하게

Sui Dynasty rewarded the triumphant officers and soldiers at Zhuque Gate in 589 AD. Zhuque Gate Street faces

위치한다. 서안성곽풍경구관리위원회는 당대 함광문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원래 문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directly the Chengtian Gate in the Forbidden City and is the widest street in Chang’an City which is as wide as

성문을 개방해 차들이 지날 수 있게 하였다.

150m. The road is solely used by emperors, is also called “heavenly street”. Besides, it is the central axis of Chang’an
City in Sui and Tang Dynasties.

(2) 당(대) 함광문의 기능
함광문은 황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황성 내에는 대사(大社)와 정부관청, 황실의 곡창이 있

Hanguang Entrance and Hanguang Entrance Street: Hanguang Entrance is about 660m west of Zhuque

었으며, 홍려시(鴻臚寺)가 설치된 것을 비롯해 외교 및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중요한 곳이었다. 예부터 중국에

Entrance and parallel to Chengtian Entrance Street and it also a main road linking the north and south parts in

서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아 홍(鴻)과 광대(光大) 두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제 서로 너그럽게 함께 할 수

Chang’an. In order to protect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Xi’an City Wall Scenic Area Management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Committee opened two gateways on each of the two sides of the original gate so that the cars could pass.

「당대 장안성의 함광문 유적 발굴조사 요약보고서」[6]에 따르면 당 말기 애제(哀帝) 1년(904) 주전충은 소종

(2) Functions of Hangguang Entrance in the Tang Dynasty

을 압박해 당의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후 장안성을 파괴했다. 그는 북쪽의 궁성 역시 파괴하였으며 황성(내

The Hangguang Entrance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the Imperial City, the Imperial City has

성으로도 불림)만을 남기고 이를 개조한 뒤(renovated) ‘신성(新城)’으로 불렀다. 당시 황성 남쪽의 주작문

Imperial Ancestral Temple, country offices, imperial granaries and other countries an important seat of authority,

은 폐쇄된 채로 남아 있었다. 서쪽의 함광문과 동쪽의 안상문(安上門)만이 오직 ‘신성’의 두 관문으로 사용되

in charge of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Hong Lu court was located away in. In China ancient, “including light”

었다. 함광문은 오대와 북송 시기에도 그 이름을 유지하며 개방되었다. 그러나 원대에 들어서면서 신성이 수

two words with “containing Hong Everbright” meaning, we can now understand inclusive, generous, compatibility.

리되고 그 이름도 봉원성(奉元城)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남쪽의 안상문만이 개방돼 사용되었다. 이후 서안
성은 명·청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재건되었다. 함광문은 서안성곽 남쪽 벽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

According to the “Brief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n Chang’an City of the

라 함광문과 그 유적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Tang Dynasty”[6], in the first year of Emperor Tianhe in the late Tang Dynasty(904 AD), Zhu Quanzhong forced

함광문은 당 황성 남쪽 벽과 직접 마주하고 있으며 승천문에서 약 1,600m 떨어진 성곽 남쪽 인근의 동·서

Emperor Zhao of Tang to move the capital to Luoyang. Later the general of Chang’an city gave up the Forbidden

로와 연결돼 있다.

City in the north, leaving only the imperial city (also called “inner city”) which was named “new city” after
renovated. At that time, the Zhuque Entrance in the south of the imperial city remained closed. Only Hanguang

a. 중요 관문

Entrance in the west and Anshang Entrance in the east were used as the two gates of the “New City”. Hanguang

함광문은 황성과 외곽성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다. 또한 당대 정부관청과 백성들이 공무를 행하는 주요 통로

Entrance had remained open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the Northern Song Dynasty, with its name not ever

이기도 하였다.

changed. However, it was closed in the Yuan Dynasty when the new city was repaired and renamed Fengyuan city.
Only Anshang Gate in the south was opened for use. Later, Xi’an City had been constructed for many times in the

b. 홍려시(鴻臚寺)와 홍려객관(鴻臚客館)

Ming and Qing dynasties. Hanguang Entrance was within the southern wall of Xi’an City and its site has thus been

「당육전(唐六典)」에 따르면 당은 전성기 시절 전 세계적으로 300곳이 넘는 국가 및 지역과 빈번히 교류했다

able to be preserved to the present day.

고 한다. 매년 대규모 사절과 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등이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에 입성했다. 수와

The Hanguang Entrance Faced directly the south wall of the imperial city of Tang dynasty, was connected with the

당 왕조는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더)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홍려시와 홍려객관을 지어 이들을

adjacent to the south of the palace wall East-West street, a distance of about 1600 meters away Chengtian door.

수용하고 관리했다. 홍려시 장관의 관등은 정3품이었으며, 외무 또한 홍려시가 담당했다. 실크로드에서 행
해진 무역과 문화교류, 기술교류 등은 모두 홍려시가 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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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Important Gate

함광문은 공무를 위해 방문한 외국 사절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자 승천문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참여

Hanguang Entrance is an important entrance which connects the imperial city and the exterior city. It is also the

하는 모든 이들의 출발점이었다.

main passage for the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ians of the Tang Dynasty to administer official business.

수·당대의 ‘외무부’였던 홍려시와 ‘영빈관’이었던 홍려객관은 모두 당시 장안 황성의 함광문 내에 위치했다.

b. Honglu Bureau and Honglu Guesthouse

홍려객관은 홍려시 서쪽에 큰 규모로 위치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처 역할을 했다.

According to the “Six Administrative Statutes of the Tang Dynasty”, during the flourishing period of the Tang

홍려객관은 5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Dynasty, the Tang government conducted frequent exchange with more than three hundred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world. Each year, a large number of foreign envoys, overseas students, businessmen, religious people, etc

승천문가는 오직 황제만 이용할 수 있었기에 그 밖의 누구도 승천문, 주작문, 명덕문과 연결된 ‘천가’를 이용

came to Chang’an city through the continental or sea silk road. To better manage foreigners who travel on the Silk

할 수 없었다.

Road, the Sui and Tang governments built Honglu Bureau and Honglu Guesthouse to receive and manage them.
The official rank of minister of Honglu Bureau is Positive Third Grade. Honglu Bureau administers foreign affairs.

따라서 수·당대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으로 온 외국 사절은 금광문(金光門)에

Trade contact, cultural exchange, technical exchange, etc conducted on the Silk Road were all in the charge of

서 장안 외곽성으로 진입한 다음 함광문을 통해 황성으로 들어왔다. 황성에 들어와서는 홍려시에서 공무를

Honglu Bureau.

보고 홍려객관에 머물렀다. 육로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외국 사절에게는 이 길이 최선이었다. 바닷길을 이용
하는 외국인들은 외곽성의 안화문(安化門)을 거쳐 함광문을 통해 홍려시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 다

c. The Starting Point of Important

음 홍려시 인근의 홍려객관에 머물렀다. 게다가, 유명한 당의 서시(西市)로 가는 것도 매우 쉬웠다. 도보로 불

Hanguang Entrance is the way which foreign envoys must passed by for official business as well as the place of

과 30분 거리였다.

departure for those to attend the rites and ceremonies from Chentian Entrance.

승천문에서 행사가 열리면, 외국 사절단은 함광문에서 출발해 궁성 남쪽 길을 따라 승천문 인근 도로에 들어

Both Honglu Bureau,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and Honglu Guesthouse,

선다. 총 거리는 약 2,400m이다. 이들이 1분에 80m를 걷는다고 하면 30분이면 승천문에 다다를 수 있었다.

the “state guesthouse”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were within the Hanguang Entrance in the imperial city of
Chang’an city of Sui and Tang. Honglu Guesthouse was to the west of Honglu Bureau, it has Grand scale, it served

(3) 국제 상인들의 유일한 길목 함광문
공식적으로, 중국 사절단과 상인을 비롯해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은 실크로드 이용 시 여권

to provide foreign guests with a place to live and study. It was said that Honglu Guestroom could admit more than
500 guests.

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중
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함광문 내 홍려시에서 출국 절차를 거쳐야했다.

Since Chengtian Gate Street is for emperors, no one other than emperors may use the “heavenly street” connected
by Chengtian Entrance, Zhuque Entrance and Mingde Entrance.

1.3. 함광문 유적의 가치
Therefore, foreign envoys that came from Central Asian and Western Asian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 to
서안 도시성곽과 당 함광문 유적은 수의 대흥성이자 당의 장안성인 이 도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함광문

Chang’an City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needed to enter the exterior city of Chang’an from Jinguang Gate, and

은 수·당대에 비록 정문은 아니었지만 홍려시와 대사(大社), 서시(西市)의 인근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

then enter the imperial city from Hanguang Entrance . Then in the imperial city, they could perform public affairs

치에 있었다. 또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장안에서 발굴된 모든 성문 유적 중에서도 당 함광문 유

in Honglu Bureau to and live in Honglu Guesthouse. This was the best traffic routes for foreign envoys that travel

적은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완전성과 진정성, 독특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함광문 유적은 당

through the continental Silk Road. Foreigners who travel by sea could advisably enter from Anhua Gate of the

황성의 성문 설계 개념을 증거하는 유일한 유적이자 서안 건축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실체 자료에 해

exterior city and get to Honglu Bureau via Hanguang Entrance . Then they could live in Honglu Guesthouse which

당한다. 공공의 전시를 위한 박물관의 설립은 함광문 유적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was near Honglu Bureau. In addition, it was also very easy to get to the famous Tang West Market from Hanguang
Entrance . It was only 30 minutes’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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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ceremony was held at Chengtian Gate, foreign envoys could set off from Hanguang Entrance, walk to a
street in the south of the Forbidden City and then to a street near Chengtian Gate. The distance is about 2,400m. If

2.1. 기능 면에서 서안성곽의 변화

the foreign envoys cover 80m per minutes, it will take them only 30min to reach Chengtian Gate on foot.

(3) The Hanguang Entrance was the only route for outbound businessmen
Theoretically, Chinese envoys, merchants and other persons leaving China for cultural exchange needed to get
a passport when travelling through the Silk Road. With a passport issued by the Tang government, they could
go easily if they wanted to. Thus, those who needed to leave China for foreign countries must handle departure
procedures with the Honglu Bureau within Hanguang Entrance.

1.3. The Value of the Hanguang Entrance Remains

Figure 4 서안성곽
Xi’an city wall

The Xi’an city Wall an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are valuable cultural relics of the city of Daxing in
Sui and Chang’an in Tang.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though Hanguang Entrance was not the main entrance,
its geographical position was very important as it was adjacent to Honglu Bureau, Taishe and West Market. I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Among all the excavated gate sites of the Chang’an city,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s the best preserved one. Being integral, authentic and unique and enjoying universal value,
this site is the only material object that bears witness to the design concept of the gates of Tang imperial city and
rare physical data in the construction history of Xi’an city. Establishment of museum to display the site to the
Figure 5 탁구시합
The table tennis match

Figure 6 여가활동
leisure activities

public is the best way to protect the heritage.

2.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Xi’an City Wall
2.1. Functional Change of Xi’an City Wal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ity, Xi’an City Wall has become unable to be used for military defense for a long time.
Figure 7 성곽 마라톤 대회
The Wall Marathon

Figure 8 옛 모습이 남아있는 남쪽 성문
the antique style of the south gate

It is now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of Xi’an, and long along became Xi’an highlight like “Big Wild Goose Pagoda”
and “Small Wild Goose Pagoda”. Since 1983, Xi’an Municipal Government has invested a lot of human,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on the protection of Xi’an City Wall and improvement of its surrounding environment. It

도시의 발전과 함께 서안성곽은 오랜 기간 군사 방어시설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안의

made Xi’an City Wall a stereoscopic park around the city through renovation of Xi’an City Wall, construction of

주요 문화유산이자 ‘대안탑(大雁塔)’이나 ‘소안탑(小雁塔)’과 같은 명소로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 1983년부터

round-city park, transformation of moat, and environment improvement of inner circumferential district in the

서안 시 정부는 서안성곽의 보호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물자, 재정을 투입했다. 시는 성곽

city wall. It is a place of leisure and recreation for Xi’an residents and has long been a must-visit tourist resort for

주변 정비, 환성(環城)공원 조성, 해자 변형, 주변 도시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서안성곽 인근을 입체 공원

foreign state heads and politicians.

으로 조성했다. 그 결과 이제 이곳은 서안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장소이자 오랫동안 외국의 정상과
정치인이 방문하면 반드시 들르는 휴식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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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Protection of Xi’an City Wal[7]

과거에 성곽의 보수(repair)는 군사 방어 기능이 잘 작동되고,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방 정

In ancient times the repair walls, to ensure the operations at the military defense function, guarantee the safety of

부의 중요한 임무였다. 명·청대에는 지방 관리의 실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cities was an important task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as an important index of

서, 서안 정부는 서안 성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local officials. With the China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Xi’an paid
more attention for the protection of Xi’an city wall.

(1)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지정과 보존재단 및 연구소 설립
1961년 3월 4일, 중국 국무원은 서안성곽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1983

(1) Designation as a key cultural relic site under the state protection and establishment of

년 서안시는 서안성곽의 정비, 해자의 변형, 숲 그린벨트 및 둘레길 조성 등을 책임질 서안도시건설위원회를

conservation foundation and research institute

설립했다. 2004년에는 시 정부가 서안 내 주요 성곽지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서안성곽풍경구관리위원회를

On March 4th 1961, the State Council designated Xi’an City Wall as a key cultural relic site under the state

설치했다.

protection as well as defined the protection zone. In 1983, Xi’an City established Xi’an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to be responsible for renovation of the City Wall, transformation of moat, construction of forest

보호재단: 2011년에는 서안성곽보호재단이 설립됐다. 이로써 서안성곽의 문화유적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더

greenbelt and ring roads, and other affairs. In 2004, Xi’an Municipal Government established Xi’an City Wall

이상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어졌다. 재단은 성곽의 유지보수 및 연구사

Scenic Area Management Committee to practice unified management of the city wall scenic spots in Xi’an.

업, 학술교류를 비롯해 국내외 사회적 협업 활동을 진행한다.
Conservation foundation: In 2011, Xi’an city wall protec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The endeavor to preserve
연구소: 2013년 4월에는 서안성곽 역사문화연구소가 설립됐다.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본 연구소는

cultural relics in Xi’an City Wall no longer only relies on the government. Support from all walks of life has

서안시의 문화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소의 핵심사업은 서안성곽 유적연구와 성의 역사 구조

been enlisted. This foundation is used for maintaining the City Wall heritage, research programs and academic

물 보호, 황토 구조물 연구이며, 옛 성과 성곽에 관련해 전 세계와의 학술교류를 진행 중이다.

exchange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ocial activities.

(2) 관련 법 및 규정 공포

Research institute: In April 2013, Xi’an city wall history & culture research was established. It is a professional

서안시는 보다 나은 성곽 보호를 위해 2가지 관련 법률을 공포했다. 섬서성 정부는 2002년에는 ‘역사도시

academic institution which aims to protect the culture of Xi’an city. The major programs of this institution are

서안 보존에 관한 규정’을, 2009년에는 ‘서안성곽 보존에 관한 규정’을 각각 공포했다. 2009년 규정은 특히

Xi’an City Wall relic study, historical structure protection, loess structure research, it also holds worldwide

서안성곽 보존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내용과 주변 환경규제까지 포함한다.

academic exchanges on ancient castles and city walls.

(3) 서안성곽의 정비 및 당 함광문 유적의 발견

(2) Promulg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당 함광문 유적이 훼손된 적은 건립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는 당 말기였던 881년 전쟁 당시의 인위

In order to protect Xi’an City Wall better, Xi’an City has promulgated two laws and regulations. In 2002, Shaanxi

적인 파괴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 함광문은 성곽 안에서도 폐쇄된 상태로 있었으며, 자연환경에 의한 부식도

Provincial Government promulgated “Regulations on the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City Xi’an”. In 2009,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Shaanxi Provincial Government promulgated “Regulations on Conservation of Xi’an City Wall” which puts

1984년 서안도시건설위원회는 서안성곽을 수리하던 중 당대 함광문 유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1986년 3월

forward strict require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Xi’an City Wall and control over its surrounding environment.

6개월간에 걸쳐 당 함광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04년에는 공사 과정에서 수·당대의 수로
가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 성곽에 포함된 문화적 정보가 더욱 풍성해졌다. 2003년, 당 함광문 유적의 보호를
위해 서안성곽풍경구관리회는 원래 문의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문을 개방해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했다.

(3) Renovation of Xi’an City Wall and Discovery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has only been damaged on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artificial
destruction happened in a war around 881AD in the late Tang Dynasty. Later on, Hanguang Entrance has been
closed within the city wall and has barely been corrod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In 1984, Xi’an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discovere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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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of Xi’an City Wall. From the last third of March 1986, archaeological excavation work that lasted for
6 months was carried out on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n 2004, a waterway site dating from the

3.1. 당 함광문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6]

Sui and Tang dynasties was discovered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which enriched the cultural information
contained by this city wall.

‘당대 장안성의 함광문 유적 발굴조사 요약보고서[6]에 따르면 함광문에는 건축적 형태가 동일한 세 개의 성
문이 드러났고, 이들의 보존 상태 또한 양호했다. 성문지는 장방형으로 문루 육축의 규모는 동서 37.4m, 남
북 19.6m이다. 이 육축의 구조는 순수 황토를 다져 만들었다. 동쪽에서 가장 높은 곳은 당나라 당시 지반에

3. Protection, Exhibition and Utiliz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서 8.2m 높이에 있다.

3.1. Archaeological Excav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6]

3.2. 법적 보호 하의 당 함광문 유적
According to the “Brief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n Chang’an City of the
Tang Dynasty”[6], Hanguang Entrance has three gateways whose architectural form is the same and which have

(1) 국가 보호 4번째 중요문화유적 목록 등재
1996년 11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수의 대흥성이자 당의 장안성 유적을 국가단위에서 보호하는 4번째 중요

been well preserved. The plan of the gate site is a rectangle. The gate piers are 37.4m from west to east and 19.6m

문화유적 중 하나(이자 고대 유적으)로 지정했다. 함광문 유적 또한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from south to north. The gate piers were built by stamping pure loess. The highest position is in the east which is
8.2m above the ground of the Tang Dynasty.

(2) 보호기관 신설
2008년 4월 서안 시 정부는 ‘서안 당 황성 함광문 유적 박물관’을 설립해 곡강(曲江) 신개발지구의 서안성곽

3.2. Inclus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n Legislative
Protection Procedures

풍경명승구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었다.

(3) 문화재 보호 강화

(1) Be included in the list of the 4th important cultural relic sites under state-level protection

유적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안체계 및 모니터

On November 20th 1996, the State Council designated the site of the city of Daxing in Sui and Chang’an in

링체계 개선과 디지털 관리체계 확립, 화재대

Tang to be one of the 4th important cultural relic sites under state-level protection and to be ancient ruins.

비 시설 개선, 절도 대비 및 화재 시 비상계

Guangmen Gate Site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city of Daxing in Sui and Chang’an in Tang.

획 수립을 위한 상시관리 업무가 요구된다.
(2) Establish protection agency

3.3. 당 함광문 유적의 전시와 활용

In April 2008, Xi’an Municipal Government established Xi’an Tang The Imperial City Hanguang Entrance
Remains Museum, which was under the affiliation of Xi’an City Wall Scenic Spot Management Committee in

(1) 서안 당 황성 함광문 유적

Qujiang New District.

박물관은 국가 보호 하에 ‘명·청대 서안성곽’
유적 내에 위치하며, 당 황성 내 당 함광문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박물관은

In order to ensure the safe away body site, improve the security system, monitoring system; daily

전시실과 관람객센터, 관리실 등으로 이루어

management work to establish the digital management system, improve the fire facilities, making anti-theft,

져 있다. 해당 구역은 국가 4A급 풍경구이

fire emergency plan.

다. 서안의 주요 관광지로(서) 유물의 보호와
전시를 담당한다. 4,000m2 넓이의 전시실
Figure 9 함광문 모형 the Hanguang Entrance model

(3) Strengthen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에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함광문의 성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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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hibition and Utiliz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을 주제로 한 전시구역도 있다.
(1) Xi’an Tang The Imperial City Hanguang Entrance Remains
The museum was built within the key cultural relic site under the state protection “Xi’an City Wall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t was set up to protect the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n Tang imperial city.
The museum has an exhibition hall, tourist service center, management room, etc. The project area is a national
4A level scenic area. As a tourist area in Xi’an city, it serves to protect and display antiquities. Covering an area
of about 4,000m2, the exhibition hall of the museum exhibits the gateways of Hanguang Entrance where the
Silk Road started, fractured surface of the city wall and site of culvert as well as two special topics, namely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ina’s city wall” and “Chang’an City of Sui and Tang”. The visitors can receive historical
information with Daxing city , Chang’an city and Xi’an city wall.

The museum has successfully received the delegation of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leaders of the State Bureau of Cultural Relics, research team for inclusion of the Silk Road as a world heritag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Heritage Application Consultation Meeting, investigation group of “revival of the
Silk Road”, South Korea Ancient City Conservation Organization and numerous scholars and experts from China.

Figure 10 함광문 입구 유적
		 the Hanguang Entrance Remains

Exhibition Areas:
Xi’an Tang the Imperial City Hanguang Entrance Remains is divided into three exhibition areas, i.e. site exhibition

박물관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대표단과 국가문물국 지도자, 실크로드 세계유산 등재연구팀, 국

area, model exhibition area and feature exhibition area. In addition, it is divided into two exhibition halls, i.e.

제유산활용협의회 대표자 및 ‘실크로드 부흥’ 조사단, 한국의 고도보존회를 비롯해 중국 내 수많은 학자와

the eastern exhibition hall and the western exhibition hall. The eastern hall is the exhibition area of The Tang

전문가들이 찾은 바 있다.

Hanguang Entrance Remains while the western hall is the exhibition area of the fractured surface of the city
wall and culvert. Xi’an City Wall displays not only material objects. The museum also introduces to tourists the

전시구역:

evolutionary processes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and Chang’an City of Tang through image,

서안 당 황성 함광문 유적의 전시구역은 크게 유적 전시구역, 모형 전시구역, 특별 전시구역 등 크게 세 개

picture, diagram, text, three-dimensional animation, etc so that the tourists can intuitively know the construction

로 나뉜다. 전시실은 동·서관으로 구분된다. 동관은 함광문 유적, 서관은 성곽과 지하배수로 전시구역이다.

and development history of Xi’an City as well as the historical role of Hanguang Entrance in the Silk Road.

서안성곽 전시는 물리적 유물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함광문 유적과 장안성의
발전과정을 이미지와 사진, 도표, 텍스트, 3차원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

Control over tourists quantity:

들은 서안성의 건설 및 발전 역사, 실크로드에 있어 함광문의 역사적인 역할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ffort should be made to not only exhibit and utilize the site, but also protect cultural relics, control the
number of tourists and figure out the tourist capacity. The museum collects the number of visitors everyday.

관람객 수 통제:
유적의 전시 및 활용뿐 아니라 유물을 보호하고 관람객 수를 통제하며 이들의 수용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일일 단위로 관람객 수를 파악하고 있다.

(2) Integration with the exhibi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Xi’an City Wall
Xi’an City Wall is one of the symbol of Xi’an City. The Museum of Hanguang Site is just within Xi’an City Wall.
Therefore, the exhibition and utilization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must be integrated with
the overall exhibi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Xi’an City Wall so that maximum publicity can be given to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and more Chinese and foreign tourists can know about the city of Da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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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i and Chang’an in Tang and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서안성곽은 서안시의 상징 중 하나이다. 함광문 유적 박물관은 서안성곽 내에 위치한다. 따라서 함광문 유적

The museum has a system of its own.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Xi’an City Wall. Tourists can enter the

의 전시와 활용은 서안성곽의 전반적인 전시 및 활용체계와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함광문 유적을 최대

museum from the ground to visit the museum, or they can visit the city wall by getting to it through the

한 대중에게 홍보하고 보다 많은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이 수의 대흥이자 당의 장안과 함광문 유적에 대해

passage connecting the museum and the city wall after visiting the museum. Tourists who have visited the city

알 수 있어야 한다.

wall may also enter the museum to visit it through the passageway connecting the museum and the city wall.

박물관은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은 서안성곽과 가깝게 연결돼 있다. 관람객들은 지하를 통해

They can leave the museum from its south or north access to end the visit.

박물관에 입장하거나 박물관에 들른 후 박물관과 성곽을 잇는 길을 통해 성곽까지 다다를 수 있다. 성곽을
방문한 관람객들도 양쪽을 잇는 길을 통해 박물관으로 진입 가능하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갈 때는 남
쪽 또는 북쪽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

(3) Furnishing of tourist facilities
South and north squares:
The Museum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has two accesses, i.e. the southern one and the northern

(3) 관람객 시설 확충

one. In front of the northern access is the north square while in front of the southern access is the south square,

남북 광장:

making it easy for the tourists to enter the museum from the north square. Local citizens as well as Chinese and

당 함광문 유적 박물관에는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진입로가 있다. 북쪽 진입로 앞에는 북쪽 광장이, 남쪽

foreign tourists in the round-city-park may enter the museum from the south square or southern access.

진입로 앞에는 남쪽 광장이 있다. 그래서 북쪽 광장을 통해 박물관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환성공원에 위
치한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은 남쪽 광장 또는 남쪽 진입로를 통해 박물관으로 입장할 수 있다.

Parking facilities:
The north square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Remains is equipped with a parking lot, auxiliary facilities

주차시설:

and signs so that tourists can get to the museum easily.

당 함광문 유적의 북쪽 광장에는 주차장과 부대시설, 안내판 등이 갖추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박물관 진입을
돕는다.

Auxiliary facility:
The museum has a tourist service center composed of ticket office, management office, toilets, tourist souvenir

부속시설:

sales shop, etc. At present, Xi’an City Wall Scenic Area Management Committee sells tickets uniformly (one

박물관에는 매표소와 관리소, 화장실, 기념품점 등을 갖춘 관람객센터가 있다. 현재 서안성곽풍경명승구관

ticket for all) in the 8 ticketing points of the scenic spot. Xi’an Museum of The Tang Hanguang Entrance

리회는 풍경구 내 총 8개 거점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표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표를 판매한다. 박물관

Remains of Tang Imperial City is one of the ticketing points.

은 그 중 한 곳이다.
Cultural signage system:
문화재 표식체계:

Cultural sign system is the label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he wholeness and readability of The Tang

문화재 표식체계는 역사문화유산을 표시하는 도구이다. 당 함광문 유적의 전체성과 가독성은 잘 갖추어진

Hanguang Entrance Remain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complete sign systems. We will put up cultural signs

문화재 표식체계와 밀접하게 연관연관돼 있다. 향후 함광문 내에 있는 홍려시와 홍려객관의 역사유적지에도

in the locations of the historic sites of Honglu Bureau and Honglu Guesthouse within the Hanguang Entrance.

이러한 표식을 설치할 예정이다.

4. Conclusion
4. 결론
Xi’an is one of the important birthplace of Chinese nation, has very rich cultural heritages, Xi’an city wall
서안은 중화민족의 중요한 탄생지 중 하나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서안성곽과 서안의 여타 문

and away site just Xi’an cultural heritage important component, to protect these cultural heritage is our

화유산은 그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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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문화유산의 보호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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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의 개념은 식량 생산, 주거, 원재료의 사용, 방어, 종교, 매장 풍습과 같은 인간 활동의 모든 자취를
아우르고, 인간 활동의 과거로부터 유래한 유적의 넓은 범위를 수반한다. 유적지는 도시적 맥락에서뿐 아니
라 시골에서도 다양한 주변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1,

한 유적지에는 미적,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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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site” entails a wide range of remains from the past, covering all sorts of traces of human
activities such as food production, housing, use of raw materials, defense, religion, burial customs and etc.
Sites can appear in various surroundings in the countryside as well as in urban contexts1. A site can have many

종교적, 경제적, 혹은 교육적인 수많은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different values such as aesthetic, historical, social, scientific, religious, economic or educational.

유적지 박물관(site museums)은 습득과 연구, 전시 혹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뿐

Site museums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but also in interpretation

아니라, 유적과 유물, 이야기나 기억, 그리고 유적지의 다양한 가치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of ruins, objects, stories or memories, as well as different values of sites through acquisition, research, display

터키가 세계의 교차로 중 하나가 되는 증거는 히타이크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문명에서 찾

or communication programs.

을 수 있다. 터키에는 10개의 유적지 박물관이 있다. 모두 고고 유적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

Turkey is one of the world’s crossroads with evidence of different civilizations from Hattis to Ottomans. There

적지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서 “고고학 현장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점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are ten site museums in Turkey and all can be named as “archaeological site museums” as they are close to

“유적지 박물관”을 정의하고, 터키의 박물관뿐 아니라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

the archaeological sites and house the finds of the associated sites. In this respect, the paper aims to define

공하고자 한다. 이어서 또 다른 보호 및 해석적 접근 방법에 해당되는 “현장 보존(in situ preservation)”

“site museum”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site museums in Turkey. The paper

에 대해서 다루는데, “현장 보존”은 또한 일부 자료에서 “현장 박물관(in situ museum)”으로 여겨지기

continues with another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approach, “in situ preservation”, which is also accepted

도 한다. 현장 보존과 관련해서는 터키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페수스(Ephesus)에 있는

“in situ museums” in some resources. In situ preservation is supported with two examples from Turkey; the

테라스 하우스 2 및 예니카피(Yenikapi) 환승소, 그리고 이스탄불에 있는 아르케오 공원 지역 프로젝트

Terrace House 2 in Ephesus and Yenikapi Transfer Point and Archaeo-Park Area Project in Istanbul. The paper

(Archaeo-Park Area Project)이다, 이 논문은 현장 보존의 사례뿐만 아니라 유적지 박물관을 평가하고,

evaluates site museums as well as in situ preservation examples, and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유적지와 관련된 보존 실무, 연구, 의사소통 활동을 위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된다.

purposes of conservation practices, research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associated with sites.

1	Trotzig, G., “Strategies for the Selection of Places to Conserve within Sites”, Archaeological Remains in Situ Preservation (11-15 October 1994, Montreal,

1	Trotzig, G., “Strategies for the Selection of Places to Conserve within Sites”, Archaeological Remains in Situ Preservation (11-15 October 1994, Montreal,

Quebec), Canada, Ottawa: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ICAHM) Publication, 1997, p.21

Quebec), Canada, Ottawa: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ICAHM ) Publication, 199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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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INITION OF SITE MUSEUM
Interest in site museums began in the 1960s an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late 1970s in the

가했다. 점차 다양한 종류의 현장 박물관이 파생되었고, 그 각각의 목표가 정의되었다. 일례로, 1966년 국제

museum world. Gradually, different types of site museums 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goals have been

박물관협의회(ICOM)와 국제고고학·역사박물관위원회(ICMAH)가 조직한 바르샤바 회담에서는 “고고학 유

defined. For instance; the term of “archaeological site museum” was first used in Warsaw Meeting in

적지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고고학 유적지 박물관과 관련된 국제박물관협의회

1966, which was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International Committee

의 최초의 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의 회담에서 고고학 유적지 박물관 개념이 정의되었고, 고고학적 유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Archaeology and History (ICMAH). It is accepted as the first attempt of

적지 박물관의 원칙과 기능이 면밀히 검토되었다.2

ICOM regarding archaeological site museums. The concept of archaeological site museum was defined;

국제고고학·역사박물관위원회의 실무진 중 한 팀이 유적지 박물관과 유적지 박물관이 다루는 역사적 시기

principles and functions of archaeological site museum were elaborated in the foregoing meeting. 2

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의 결과와 평가는 1995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

One of the working groups of ICMAH was carried out a survey on site museums and the historical periods

회 총회에서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유적지 박물관은 (산업 고고학을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발견물을 보호

they cover. Results as well as evaluations of the survey were presented at ICOM General Conference held

하고 이를 원래의 맥락 속에서 전시하는 일종의 박물관으로 정립되었다.3

in Stavanger in 1995. Accordingly, site museum was defined as a type of museum that protects the finds of

유적지 박물관은 특정한 대상지와 연결된 박물관의 일종이다. 이는 전시가 발굴 현장에서 유래했거나, 암염

different ages (including industrial archaeology), and exhibits them in their original context.3

채굴지에 있는 소금 박물관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다.4

Site museum is a type of a museum which is linked with a particular site. It may have been built in the

박물관학 문헌에는 “유적지 박물관(site museum)”과 “현장 박물관(on-site museum)”이라는 용어가 사

area in which the exhibits originated such as on the site of excavations or be linked by its nature with a

용되고 있다. 몇몇 자료에서는 “현장 박물(in situ museum)”이라는 용어도 이용된다. 그러나 “현장 박물관

particular area or town such as a salt museum in a salt-mining area. 4

(in site museum)”이라는 용어는 “유적지 박물관”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하며 박물관의 정의보다는 “현

In museology literature, both “site museum” and “on-site museum” terms are being used. In some

장의 보존”과 더 관련된다. “2007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박물관협의회의 규정에

resources, the term of “in situ museum” is also used. However, the term of “in situ museum” does not

의하면, 박물관은 공공에 개방하고 사회의 봉사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

define “site museum” properly. Nevertheless, the term is more related to “in situ preservation”, rather than

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무형 유산의 증거를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하는

the definition of a museum. “According to the ICOM Statutes, adopted during the 21st General Conference

것으로 되어 있다.”5

in Vienna, Austria, in 2007,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2. 터키의 유적지 박물관

and enjoyment”.5

오늘날 터키에는 총 370개의 박물관이 있다. 이 중 188개는 국립박물관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박물관 총
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182개는 사립박물관으로 6 문화관광부의 점검을 받는다.7

2. SITE MUSEUMS IN TURKEY

국립박물관의 직원은 대부분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이고, 이들은 자료의 관리부터 큐레이터쉽, 발굴 참여,
Today, there are a total number of 370 museums in Turkey, 188 state museums of which are affiliated to
2	Deladelle, M. M., “Musée de site et de reconsitution archeologique”, IC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Archaeology and

History Study Series, 9, 2001, p.9.
3

Ibid., p.9.

4

Lehmbruck, M., “Siting: Study and Choice of Site”, Museum, 1974 (36), p.138.

5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useum Definition, http://icom.museum/the-vision/museum-definition) [29.09.2014].

6	Private museums are not manag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but dependent to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Private museums refer to

the museums which are working under the Turkish National Assembly, other ministries than of culture and tourism, municipal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real and corporate bodies or foundations.
7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 Museums of Turkey. Ankara: Kültür Varliklari ve Müzeler Genel Müdürlügü Yayinlari, 2013, p.5.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General Directorate of Cultural Assets and Museums and 182 of

2	Deladelle, M. M., “Muse´e de site et de reconsitution archeologique”, IC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Archaeology and

History Study Series, 9, 2001, p. 9.
3

Ibid., p. 9.

4

Lehmbruck, M., “Siting: Study and Choice of Site”, Museum, 1974 (36), p. 138.

5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useum Definition, http://icom.museum/the-vision/museum-definition) [29.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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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출판 편집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은 대부분 고고학, 민족지학,

which are private museums6 that are inspected by the Ministry.7

혹은 역사와 관련된다.

Staff of the state museums are comprised largely of archaeologists and art historians who have a wide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립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부분도 중요하게 언급되

range of tasks such as documentation, curatorship, participation in excavations, expertise or publication

어야 한다. 국립박물관의 주요 기능이 보존과 수장, 그리고 전시에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

editing. Collection of the state museums are mostly archaeology, ethnography or history.

시와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문화적 활동,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의 해설이 우선적으
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13개의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42개의 박물관이 개보수 되었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s realized significant projects

으며, 29개의 박물관이 여전히 개보수 중이다.8

to optimize state museums in the recent years. Although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te museums are
limited with conservation, storage and exhibition, interpretation of museum collections through new

터키에는 국립박물관의 범주에 들어가는 10개의 유적지 박물관이 있다. 유적지 박물관은 고고학 유적지

understanding of displays, educational programs,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communication

근처에 있으며, 관련된 유적지의 고고학적 유물 을 소장한다. 에페수스 박물관(Ephesus Museum), 가

with the public are becoming priorities. In this respect, “13 new museums opened its doors, 42

지안테프 제우그마 모자이크 박물관(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트로이아 박물관(Troia

museums went through renovation, 29 museums are still under renovation. The project and application

Museum)을 제외하면,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은 직원 수, 소장 유물 수, 박물관 공간의 규모와 수용력

management processes are still on-going for 34 museums”.8

에서 중소 규모이다. 유적지 박물관의 위치는 문화관광부나 관련된 현장 관리자, 발굴 책임자가 결정한다.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유적지 박물관 건물과 시설은 박물관 직원이나 발굴 팀 일원들과 협력하여 부처 내

There are ten site museums in Turkey, which are all under the category of state museums. Site museums

의 관련 부서가 설계한다. “트로이아 박물관 건축 설계 국내 공모전”에서 당선된 건축사무소에서 전시 뿐 아

are located close to archaelogical sites, and they house archaeological finds of the associated sites.

니라 건물과 설비 일체를 설계한 트로이아 박물관만이 예외이다.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의 현황은 다음

Other than Ephesus Museum,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and Troia Museum, site museums in

과 같다.

Turkey are small and mid-scale museums with their number of staff, number of collection objects, their
capacity and size of museum space. The location of site museums is deci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시데 박물관(Side Museum)은 안탈리아(Antalya) 시가지에서 75㎞ 떨어진 터키의 지중해 해안의 고대 도

and Tourism or by the associated site managers, head of excavations. However, along with the location,

시인 시데에 위치한다. 시데는 1947년부터 발굴되어왔다. 광장(agora) 맞은편에 위치한 고대 아고라 목욕

site museums’ building and their facilities are designed by the associated units within the Ministry in

탕(agorabath)이 박물관 건물로 사용되었다. 5개의 방이 있는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 1960-61년에 복원되

cooperation with museum staff or excavation team members. Only Troia Museum is an exception as its

어 1962년에 방문객들을 맞이하였다. 박물관 현장 방문하면 단층의 박물관에는 행정 사무실, 박물관 연구

building, facilities as well as display are all designed by a private architectural firm which won the “National

자실, 정보와 기록 보관소, 상설 전시 갤러리, 야외 전시 구역, 수장 구역, 뮤지엄샵과 매표소를 볼 수 있다.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Museum of Troy”. The current situation of site museums in

“2011년에는 소장품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진열장의 일부가 교체되었고, 새로운 스토리보드와 라벨이

Turkey is as follows:

전시에

추가되었다.”9

Side Museum is located in the ancient town of Side on the Mediterranean coast of Turkey, 75km from the
고드리온 박물관(Gordion Museum)은 터키 중앙부의 서쪽에 있던 프리기아 왕국의 수도였던 고대 도시 고

town of Antalya. Side has been excavated since 1947. An ancient agorabath, which is situated opposite the

르디움 근처에 위치한다. 고르디움은 1901년 부터 발굴이 진행되어 왔다. 발굴 초기에 발견된 유물의 대부

agora, used as the museum building. This five-room Roman bath was restored in 1960–1961 and opened

분은 고르디움에서 약 100㎞ 떨어진 앙카라(Ankara)의 아나톨리아 문명(Anatolian Civilizations) 박물

to visitors in 1962. According to a site visit to the museum it is observed that, the one-story museum

관에 보관되었다. 1963년에 야스시휘위크(Yassihoyuk)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미다스 왕의 거대한 무

has an administrative office, a museum researcher’s room, an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rchive,

덤 맞은편에 15,000㎢ 규모의 새로운 박물관 건물이 세워졌다. 박물관 전시는 재현된 각 시기의 특징적인
사례를 가지고 연대 순서로 배치돼 있다. “지난 몇 년 간의 고르디온 박물관 방문객 수의 증가로 새롭게 배

6	Private museums are not manag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but dependent to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Private museums refer to

the museums which are working under the Turkish National Assembly, other ministries than of culture and tourism, municipal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real and corporate bodies or foundations.
8	Ibid., pp. 3, 5;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Yenilenen Müzeler / Museums of Turkey: Restored Museums. Ankara: Kültür

Varlıkları ve Müzeler Genel Müdürlüğü Yayinlari, 2014a, pp. 3, 5;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Yenilenmesi Devam Eden
Müzeler / Museums of Turkey: Museums Under Restoration. Ankara: Kültür Varlıkları ve Müzeler Genel Müdürlüğü Yayinlari, 2014b, pp. 3, 5.
9

http://www.haberler.com/side-muzesi-ndeki-bazi-vitrinler-yenilendi-3142366-haberi[28.09.2014].

7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 Museums of Turkey. Ankara: Kültür Varliklari ve Müzeler Genel Müdürlügü Yayinlari, 2013, p. 5.

8	Ibid., pp. 3, 5;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Yenilenen Müzeler / Museums of Turkey: Restored Museums. Ankara: Kültür

Varlıkları ve Müzeler Genel Müdürlüğü Yayinlari, 2014a, pp. 3, 5; Harmanda, Y. and S. Atesogullari, Türkiye’nin Müzeleri: Yenilenmesi Devam Eden
Müzeler / Museums of Turkey: Museums Under Restoration. Ankara: Kültür Varlıkları ve Müzeler Genel Müdürlüğü Yayinlari, 2014b, pp.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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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다. 박물관에는 180㎡의 수장고와 150㎡의 추가 전시 갤러리, 30㎡의 실험실, 35㎡의 시각 정보 갤러

permanent exhibition galleries, open-air exhibition area, storage area, a museum shop and a ticket office.

리, 5,000㎡의 야외 전시 구역과 박물관 카페가 있다.”10

“Some of the showcases are renewed, new storyboards and labels are added to the display in 2011 for a
better perception of the collection”.9

에페수스 박물관(Ephesus Museum)은 이즈미르(Izm i r)의 셀주크 지구(Selcu k d istr ict)에 위치하
는데, 이곳은 에페수스 발굴에서 발견된 성 요한 교회(Chu rch of St. Joh n)와 벨레비 영묘(Belev i

Gordion Museum is located close to the ancient town of Gordion, which was the capital of the Phyrgian

Mausoleum), 인근 유적에서 가져온 공예품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수장

kingdom in the west central part of Turkey. Gordion has been excavated since 1901. Most of the finds

시설이 만들어졌고, 발굴 중 출토되거나 근처에서 모은 공예품들을 이곳으로 가지고 왔다. 1964년, 현재 박

discovered during the first years of the excavations were stored at the Museum of Anatolian Civilizations

물관의 남쪽 부분이 완성되었고, 방문자들에게 전시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몇 개의 전시 갤러리로 이루

in Ankara, which is approximately 100km from Gordion. In 1963, a new museum building on 15,000

어진 박물관 건물이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1976년에 북쪽 부분을 지

㎡ was built opposite of the Midas Monumental Tomb in a small village known as Yassihoyuk. Museum

어 박물관을 확장했다. 유물들은 발견된 지역에 따라 테마 별로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박물관의 필지는

exhibitions are in chronological order with characteristic examples from each of the periods represented.

6,300㎡이며 실내 전시 구역은 1400㎡, 옥외 전시 구역은 2,000㎡, 실내 건조 구역은 3,200㎡, 지하층 구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visitors to Gordion Museum in the last years has led to new

역은 2,200㎡로 배분되어 있다. 2011년에는 현대적인 박물관학의 기준을 따라 박물관 건물을 교체하고 수

arrangements being made; the museum has 180㎡ storage building, 150㎡ additional exhibition gallery, 30

리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는 2012년 초에 시작했고, 박물관은 2014년에 재개관할 계획이다.11 새 박물관

㎡ laboratory, 35㎡ gallery of visual information, 5000㎡ open-air exhibition area and a museum cafe.10

건물 현장 방문 결과, 두 개의 보존 작업장, 수장 구역 내의 박물관 연구자실, 박물관 구내 근처에 위치한
박물관 교육 건물이 추가되었다. 박물관에는 상설 및 단기 전시 갤러리와 새롭게 재조직된 수장 구역, 뮤지

Ephesus Museum is located in Selcuk district of Izmir, which reserves very important works including

엄샵과 박물관 카페도 생길 것이다.

the Church of St. John and the Belevi Mausoleum found in Ephesus excavations, and the artifacts
brought from nearby ruins. Initially, a storage facility was established and artifacts unearthed during

보가즈쾨이 박물관(Bogazkoy Museum)은 보아즈칼레(Bogazkale) 구역의 초룸(Corum)에서 남동쪽으로

excavations and collected from the neighbourhood were brought here. In 1964, the southern section of the

82㎞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츄샤(Hattusha)에서 발굴된 발견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current museum building was finished and the first exhibitions were opened to visits. Since the museum

은 1966년에 개관했고, 2011년에 완전히 개선하였다. 유물은 연대기 순으로 주제에 따라 전시되었다. 전체

building consisting of a few exhibition galleries proved to be insufficient for displaying objects coming

건축 면적은 1,500㎡이고, 연면적은 775㎡, 박물관 전시면적 700㎡, 수장고면적는 240㎡이다. 2,160㎡의

from excavations, it was expand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ern section in 1976. The objects

박물관 정원 또한 야외 전시 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다.12

are exhibited in different galleries th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locations they were discovered. The
museum has a parcel land area of 6300㎡, indoor exhibition area of 1400㎡, outdoor exhibition area

밀레투스 박물관(Miletus Museum)은 터키의 에게해 지역에 있는 쇼케 구역에서 40㎞ 떨어진 고대 도시

of 2000㎡, indoor construction area of 3200㎡ and a base floor area of 2200㎡. In 2011, it was decided

밀레투스에 위치한다. 밀레투스는 설계에 격자계획이 최초로 적용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 철학

to renew and renovate the museum building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museology

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밀레투스 발굴은 1899년에 시작되었고, 발굴 동안 발견된 작은 유물들은 우선 옛 초

standards. The project began in early 2012 and the museum is planned to reopen its doors in 2014.11

등학교에 보관되었는데, 1960년대의 지진으로 학교가 파괴됨에 따라 새로운 밀레투스 박물관이 건립되어

According to a site visit to the new museum building it is observed that, two conservation workshops, a

1973년 대중에 개방되었다. 박물관에는 행정 사무실, 박물관 연구자실, 상설 전시 갤러리, 수장 구역, 매표

museum researcher’s room in the storage area, a museum education building which is located nearby the

소, 조각 공원, 철학자의 정원이 있는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museum premises are added. The museum will also have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 galleries, a
newly re-organised storage area, a museum shop and a museum cafe.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Aphrodisias Museum)은 터키 에게해 지역에 있는 도시인 아이딘에서 13㎞ 떨어진
곳에 있는 고대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 위치한다. 아프로디시아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숭배로 유명한 곳이

10 http://www.kultur.gov.tr/EN,39517/ankara---gordion-museum.html[28.09.2014].

9

11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p.25; http://www.muze.gov.tr/ephesus[28.09.2014].

10 http://www.kultur.gov.tr/EN,39517/ankara---gordion-museum.html [28.09.2014].

12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p.19.

11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p. 25; http://www.muze.gov.tr/ephesus [28.09.2014].

http://www.haberler.com/side-muzesi-ndeki-bazi-vitrinler-yenilendi-3142366-haberi [28.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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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대 세계에서는 조각 유파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아프로디시아스는 1904년에 최초로 조사되었다. 발

Bogazkoy Museum is located 82km southwest from Corum, in the district of Bogazkale. The museum,

굴 초기의 발견물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과 이즈미르 고고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발견물을 전

displaying excavation finds from the Hittite capital of Hattusha, opened in 1966 and was completely

시하기 위해 아프로디시아스의 고고학 유적지 입구 근처에 박물관 건물을 세운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박물

refurnished in 2011. The objects are exhibited chronologically and thematically. Its floor area is 775㎡ with

관은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 건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조각 복원과 전시 갤러리 작업

a total construction area of 1500㎡. The museum’s exhibition area is 700㎡ with a storage area of 240㎡.

도 시행되었다. 박물관은 1979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Fig 1 박물관 현장 방문 결과,

Museum garden also acts as an outdoor exhibition area and it is 2160㎡.12

단층 구조물의 규모는 1,500㎡이고, 별도의 관리실과 박물관 연구자실, 1,000㎡의 상설
전시 공간, 건물 외부의 수장 구역, 뮤지엄샵, 매표소, 조각 공원이 있다.

Miletus Museum is located in the ancient town of Miletus, which is situated 40km from the district
of Soke in the Aegean region of Turkey. Miletus is well known as the city where the first grid plan was

Figure 1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 외부
Outside of Aphrodisias Museum
photo: Nevra Ertürk, 2001

히에라 폴리스 고고학 박물관(Hierapolis Archeological Museum)은 터키의 에게해

applied to its layout. It was also the birthplace of Greek philosophy. Excavations in Miletus began in

지역의 도시인 데니즐리(Den izl i)서 22㎞ 떨어진 고대 도시 히에라 폴리스(파무칼레

1899, and the small objects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were first stored in an old primary school.

Pamukkale)에 위치한다. 히에라폴리스는 고고학 유적뿐 아니라, 경이로운 자연경관으

The school was demolished in the 1960s after an earthquake and a new Miletus museum was built and

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특한 흰 석회암 온천지대(travertine)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opened to the public in 1973. According to a site visit to the museum it is observed that, the museum has

도 유명하다. 히에라포리스-파무칼레는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

an administrative office, a museum researcher’s room, permanent exhibition galleries, a storage area, a

다. 최초의 발굴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며, 고대 로마의 온천이 박물관으로 바뀌어

ticket office, a sculpture garden and a philosophers’ garden.

1984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Fig 2 박물관 현장 방문 결과, 단층의 박물관에는 행정 사무실, 박물관 연
구자실, 정보와 자료 수장고, 상설 전시 공간, 수장 구역, 매표소, 조각 공원이 있다.

Aphrodisias Museum is located in the ancient town of Aphrodisias, 13㎞ from the town of Aydin in the
Aegean region of Turkey. Aphrodisias is a famous cult centre of the goddess Aphrodite and is also well

Figure 2 히에라폴리스 고고학 박물관 외부
Outside of Hierapolis Archeological Museum
photo: Nevra Ertürk, 2001

known for its school of sculpture in the ancient world. The first investigation of Aphrodisias occurred in
1904. The finds from the first years of the excavations were taken to the Istanbul Archaeological Museums
and the Izmir Archaeological Museum. For the purpose of exhibiting new finds, a decision was made to
construct a museum building close to the main entrance of the archaeological site of Aphrodisias. The
museum was constructed between 1971 and 1977, and at the same time, work was done on sculptural
restoration and the exhibition galleries. The museum was opened to the public in 1979. Fig 1 According to
a site visit to the museum it is observed that, the one-story structure is 1500m2 in size and has a separate
administrative building, a museum researcher’s room, 1000m2 of permanent exhibition space, storage
areas outside the building, a museum shop, a ticket office and a sculpture garden.

Hierapolis Archeological Museum is located in the ancient town of Hierapolis (Pamukkale), 22km from
the town of Denizli in the Aegean region of Turkey. Hierapolis is not only famous for its archaeological
remains, but also because of its unique white travertine formations, which are one of the natural wonders
카만 칼레회위크 고고학 박물관 프로젝트(Kaman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project)는 칼레

in the world. Hierapolis-Pamukkale is inscrib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88. The first

회위크의 독특한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언덕 형태로 설계되었다. 박물관은 1,500㎡의 실내 구역과 830㎡의

excavation was star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 ancient Roman bath dated was converted into

옥외 구역, 470㎡의 실내 전시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컨퍼런스 홀과 도서관, 수장 공간, 행정 사무실도 갖

a museum and opened to the public in 1984. Fig 2 According to a site visit to the museum it is observed

추어 2010년 방문자들에게 문을 열었다.13 대부분의 소장품이 카만-칼레회위크에서 온 것이지만, 키리칼레

that, the one-story museum has an administrative office, a museum researcher’s room, an information and

13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12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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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archive, permanent exhibition space, a storage area, a ticket office and a sculpture garden.

된 유물들도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앞서 언급된 유적지 박물관들과 달리, 카만 칼레회위크 박물관은 관람자
와 인터액티브(interactive) 전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카만 칼레회위크 모형이 1/100 비율로 축소되어

Kaman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project, which was inspired by Kalehoyuk’s unique form,

내장된 LED 조명으로 문화적 층위를 볼 수 있고, LCD스크린의 무인 상영기를 통해 히타이트 제국 시대와

was designed in the form of a mound. The museum covers an indoor area of 1500㎥, an outdoor area of

철기 시대의 칼레회위크의 생활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14

830㎥ and an indoor exhibition area of 470㎥. The museum also includes a conference hall, a library,
storage space and administrative offices. The museum was opened to the visitors in 2010.13 Although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모자이크 박물관(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은 가지안테프의 과거 테켈

most of the collection items are from Kaman-Kalehoyuk, the finds that were discovered in the Kirikkale

(Tekel-담배와 주류 독점) 공장지에 위치한다.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단지와 모자이크 소장

Buklukale and Kirsehir Yassihoyuk excavations, were also exhibited in the museum. Different from the

품을 보유하고 있다.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 쥬그마(Zeugma)에서 수집된 총 2,500㎡에

aforementioned site museums, the museum provides interactive displays. For instance; a model of Kaman

달하는 모자이크와 다른 소장품을 전시한다. 30,000㎡의 면적에 들어선 생산시설은 세 개의 건축단지로 구

Kalehöyük that has been reduced on a scale of 1/100 and that shows the culture layers together with a

성되어있다. 또한 관리 공간과 3,500㎡ 면적의 쉼터를 포함한 총 면적 약 7,075㎡의 전시공간이 있다. 세 개

LED lighting system inside; LCD screens that show the life in Kalehoyuk in the Hittite Imperial Age, Iron

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에는 다섯 개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홀,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교육 실습실, 행정 사

Age and in which 3D animation is done through a kiosk.14

무실, 도서관, 모자이크 보존 센터, 단기 전시 공간이 있다. 박물관은 2011년에 방문자들에게 개방되었다.15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is situated on the site of Gaziantep’s former Tekel (tobacco and
트로이아 박물관(Troia Museum)은 차낙칼레(Canakkale)의 테브피키예(Tevfikiye) 마을 근처에 있는 고

alcohol monopoly) Plant. The museum is the largest mosaic museum of the world in terms of both

고학적 유적지와 가깝다. “박물관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전쟁 신화로 유명한 고대 트로이아

building complex and its mosaic collection. The museum displays nearly 2500㎡ mosaic in total collected

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소장할 계획이다. 트로이아는 1870년에 처음으로 발굴되었고, 호메로스의 시대부터

in Zeugma, the ancient city located on the shores of the Euphrates along with the other collection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깊은 문화적 영향을 예술적이고도 역사적으로 재현한다.”16 “트로이아

items. The plant covering an area of 30.000㎡, is a building complex consisting of three units. Besides

고고학 유적지”는 199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administrative spaces, there are exhibition halls covering a total area of about 7,075㎡, including a sitting
area of 3,500㎡ and consisting of three stories. There are five seminar and conference halls, museum

1960년대 이후, 터키 문화관광부는 2011년에 “트로이아 박물관을 위한 국내 건축 설계 공모전”을 개최했다.

education workshops for children, administrative offices, a library, a mosaic conservation center and a

당선 프로젝트의 설계 개념은 어떤 경계지점에서 방문자들을 물리적 접촉으로부터 점차 부분적으로, 혹은

temporary exhibition space in the museum. The museum was opened to visit in 2011.15

완전히 단절시켜, 이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 설계는 지하의 전체 지지 기능을 하나의 층에 모은다. 이
층은 지층에서는 인식되지 않고, 경관 아래 감추어진다. 전시 구조는 지하부터 시작되는 틈을 통해 솟아오

Troia Museum is located close to the archaeological site, adjacent to the village of Tevfikiye in Canakkale.

르는 32x32㎡의 도면 위의 강력한 오브제로 인식된다. 방문자들은 12미터 폭의 경사로를 따라 구조물 안으

“The museum is going to house the finds of ancient Troia which is famous for the mythical siege narrated

로 내려간다. 지하에 도달하면 방문자들은 순환 밴드 위에 있게 된다. 적갈색 빛을 띠는 흙색의 전시 구조물

in Homer’s Iliad. Troia is first excavated in 1870, and represents artistically and historically a profound

이 투명한 지붕을 뚫고 솟아오른다. 녹슨 금속(코르텐)으로 코팅한 구조물은 근처의 발굴 유적지에서 출토된

cultural influence from the time of Homer to the World War I”.16 “Archaeological Site of Troy” is inscribed

깨진 도자기처럼 오래되어 보인다. 경사로를 따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방문자들은 파사드의 틈을 통해 경관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8.

과 들판, 트로이아의 유적을 보게 된다.17
After 1960s, the 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pened a “National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Museum of Troy” in 2011. The design concept of the winning project gradually

14 http://kalehoyukarkeolojimuzesi.gov.tr/en/index.php/about-the-museum[27.09.2014].

13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15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2013; http://www.muze.gov.tr/gaziantep-en[27.09.2014].

14 http://kalehoyukarkeolojimuzesi.gov.tr/en/index.php/about-the-museum [27.09.2014].

16 http://www.dezeen.com/2013/03/26/designs-unveiled-for-museum-of-troy[27.09.2014].

15 Harmanda and Atesogullari, op.cit., 2013; http://www.muze.gov.tr/gaziantep-en [27.09.2014].

17 Ibid.

16 http://www.dezeen.com/2013/03/26/designs-unveiled-for-museum-of-troy [27.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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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고대 트로이아의 유물뿐만 아니라, 차나칼레(Canakkale)지역에서 발굴한 유물을 소장한 차나칼

disconnects the visitors in part or completely at certain thresholds from the physical context to

레 고고학 박물관의 소장품도 소장한다. 박물관에는 상설 및 단기 전시 공간과 컨퍼런스 홀과 교육실, 카페,

reconnect them again. The design gathers all supportive functions underground on one floor. This floor

레스토랑, 뮤지엄샵, 보존 및 복원 실험실, 수장고, 사무 공간, 박물관 연구자실 같은 활동 구역도 갖추어져

is not recognised from the ground level and is concealed under a landscape. The exhibition structure

있다. 트로이아 박물관은 건축적 특징, 박물관 공간 구성의 해법 그리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

is perceived as a robust object on a 32x32㎡ plan rising through a split from underground. The visitors

는 새로운 전시의 이해가 반영된 박물관으로 유적지 박물관 뿐 아니라 터키의 모든 국립 및 사립 박물관 중

descend into the structure along a 12 metre wide ramp. Once underground, the visitors find themselves on

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박물관은 2015년 개관할 예정이다.

a circulation band. A rust red earth-coloured exhibition structure rises through the transparent roof. The
rusty metal (Corten) coated structure is timeworn and just like the broken ceramics unearthed from the
excavation site nearby. Ascending through the ramps towards the top, one gets a view of the landscape,

3. 현장 보존

the fields and the ruins of Troia through the slits on the façades.17

“오늘날 실무에서 고고학적 유적지 보존은 재건, 아나스틸로시스(anastylosis: 떨어진 부분을 사용한 유산

The museum does not only house the finds of ancient Troia, but also the collections of Canakkale

복원), 현장 보존, 보호소 혹은 구조 강화를 포함한 현장 보전, 이전을 통한 현장 외 보존, 대상지 해석을 포

Archaeological Museum which have the objects excavated from the Canakkale region. The museum

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발굴이나 복토를 망라한다.”18

contains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 spaces, activity areas such as conference hall and

발굴 후 유적은 그 상태와 필요한 조치에 따라 다양한 개입이 다뤄진다. 유적을 현장에, 즉 원래의 환경과

education room, cafe, restaurant, museum shop,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laboratories, storage, office

맥락 속에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은 유적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적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식

spaces and a museum researcher’s room. Troia Museum will be the first not only among the site museums,

이다. 보호 구조물은 유해 요소를 통제하면서 유적지를 전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19

but also among all other state and private museums in Turkey with its architectural feature, museum

다양한 보호 구조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다. 보호를 위해 저마다 다른 형태, 재질, 규모로 만들어지고

space organisational solutions, a new understanding of display which is more inclusive and community-

있다. 작은 오두막, 금속 파빌리온, 콘크리트 구조물, 첨단 철골 트러스, 장력 구조물까지 다양하다.20

oriented. The museum is planning to be opened in 2015.

여기에서는 터키의 두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에페수스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 2의 사례는 고대 유적지의
한 부분을 보호하고 해석하는 보호소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지침이 된다. 두 번째 사례인 이스탄불의 예니카
프 환승소와 아르케오 공원 구역 프로젝트는 유적지를 도심 내 현장 보존하는 과정이기에 테라스 하우스 2

3. IN SITU PRESERVATION

와 상당히 다르다.
“In contemporary practice, options for archaeological site conservation have included reconstruction,

3.1. 에페수스 테라스 하우스 2

anastylosis, in situ preservation and protection including shelters and/or fabric consolidation, ex situ
preservation through removal, and excavation or reburial with or without site interpretation”. Matero,

테라스 하우스 2는 에페수스의 고대 로마 도시의 중심에 바로 위치한 면적 약 4,000㎡의 인술라(insula:

F. G., “Heritage, Conservation, and Archaeology: An Introduction”.18 After the excavations, remains are

고대 로마의 집합주택)에 붙은 이름이다.21 Fig 3 로마 제국 시기 소아시아의 주택 건축 연구에 있어서 테라

treated with various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ir condition and desired dissemination. Preserving and

스 하우스는 가장 중요한 발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벽화와 모자이크, 대리석 패널이 있는 화려한 주택

presenting the remains in situ, in their original environment and context is the best way for maximizing

장식은 사회 상류 계급의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their values and benefiting from them. Protective structures are one of these methods that allow the

건물군이 발견된 직후에 회화와 모자이크 장식을 분해해서 박물관으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 남겨야 한다는

presentation of the site while providing control over deterioration factors.19
There is a wide number and variety of the protective structures all over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18	Matero, F. G., “Heritage, Conservation, and Archaeology: An Introduction”, Heritage, Conservation and Archaeology,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Site Preservation Program, p.5, https://www.archaeological.org/pdfs/Matero.pdf[12.02.2015].
19	Ertosun, A. I., Evaluation of Protective Structures in Archaeological Sites for In Situ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Remains and Artifacts. Master of

Science Thesi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2012, p.34.
20	Roby, T. and M. Demas (eds), Mosaics In Situ - An Overview of Literature on Conservation of Mosaics In Situ.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12.
21 Ladstätter, S. and et. Al., Ephesos, Yamaç Ev 2. Istanbul: Homer Kitabevi Yayinlari, 2013, p. 50.

17 Ibid.
18	Matero, F. G., “Heritage, Conservation, and Archaeology: An Introduction”, Heritage, Conservation and Archaeology,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Site Preservation Program, p. 5, https://www.archaeological.org/pdfs/Matero.pdf [12.02.2015].
19	Ertosun, A. I., Evaluation of Protective Structures in Archaeological Sites for In Situ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Remains and Artifacts. Master of

Science Thesi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2012,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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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in different forms, materials and sizes ranging from small huts and metal pavilions to concrete
structures and high-tech steel trusses and tensile structures.20

1969-1970년 사이 테라스 하우스 2의 유적에 대해 좋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장식 표면과 함께 있던 자리에

In this section, two different examples from Turkey are presented. The example of the Terrace House 2 in

서 보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첫 절차는 개별적인 방들과 방들의 그룹에 부분적으로 지붕을 덮는 것이었

Ephesus is a good practice in terms of protective shelter that serves both for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

다. 이는 단기 조치로서는 실행 가능했지만, 기술적인 면(예를 들면 빗물의 배수)이나 미적인 이유로도 장기

part of an ancient site. Second example, Yenikapi Transfer Point and Archaeo-Park Area Project in Istanbul, is

적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22

quite different than Terrace House 2, as it is the process of preserving the site in situ in an urban area.

원래의 방의 지층 평면도를 토대로 길버트 위플린거(Gilbert Wiplinger)가 설계한 두 개의 주거단위에 또

3.1. TERRACE HOUSE 2 IN EPHESUS

다른 지붕을 덮는 일은 3차원적 공간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역시 기후 조건, 강화 콘크리트를
건물 자재로 사용한 점, 그리고 전반적인 미적 효과 등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젝트로 평가되었다. 작업은 주

Terrace House 2 is the given name to a ca. 4000㎡ insula lying directly in the Roman city centre of

거 단위 1과 2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세워진 뒤 1986년에 중단되었다. 이후에 다른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

Ephesus.21

이 제안에는 경사를 따라 유적지 전체를 강화 콘크리트 지붕으로 보호할 계획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 설계

architecture in Asia Minor of the Roman Imperial Period. The rich decoration of the houses with wall

는 기후와 고정 기능이 증명되지 못하여 프로젝트는 실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강화 콘크리트 사용에 대한

paintings, mosaics and marble paneling show the style of living of the upper levels of society.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 계획은 1992년에

거부되었다.23

Fig 3 Terrace Houses constitute the most important find spot for the knowledge of domestic

Shortly after the discovery of the building complex, it became clear that the painting and mosaic
decoration should be left on site and not dismantled and transferred to a museum. The principal rationale
behind the construction of the shelter was to interpret the well-preserved Terrace House 2 to the public.

It was decided to conserve the ruins of Terrace House 2 with all its well-preserved decorated surfaces
between 1969-1970. The procedure was marked at first by the partial roofing-over of individual rooms and
groups of rooms. This had been viable as a short-term measure, but it could not be considered satisfactory in
the long term for either technical (i.e. regarding the drainage of rain water) or well as aesthetic reasons.22

Another roofing of two housing units designed by Gilbert Wiplinger based on the ground plans of the
original rooms, produced a sense of three dimensional space. Nevertheless, the project was also deemed
unsatisfactory concerning climatic conditions, reinforced concrete as building material and due to the overall
aesthetic effect. The work was interrupted in 1986, after the protective structure of over housing units 1 and
2 had been erected. After this, another proposal was approved. In this application, the whole ruin would be
protected by a roof of reinforced concrete which would conform to the gradient of the slope. Since neither the
climatic nor static functionality of the design could be proved, the project was not carried out. Furthermore,
negative experiences in using reinforced concrete, resulted in the rejection of this plan in 1992.23

Figure 3 에페수스 테라스하우스 2의 외부
	Outside of Terrace House 2, Ephesus,
photo: Nevra Ertürk, 2014

20	Roby, T. and M. Demas (eds), Mosaics In Situ - An Overview of Literature on Conservation of Mosaics In Situ.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12.
21 Ladstätter, S. and et. Al., Ephesos, Yamaç Ev 2. Istanbul: Homer Kitabevi Yayinlari, 2013, p. 50.
22	Krinzinger, F., “The Terrace Houses in Ephesos: The New Shelt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4th Bilateral Meeting of

ICOMOS Turkey-ICOMOS Greece (29 April-2 May 2002, Side, Antalya), İstanbul: Yapı Yayın, p.37.
23 Ibid., p. 37; Ladstätter, op.cit., pp.58-59.

22	Krinzinger, F., “The Terrace Houses in Ephesos: The New Shelt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Sites, 4th Bilateral Meeting of

ICOMOS Turkey-ICOMOS Greece (29 April-2 May 2002, Side, Antalya), İstanbul: Yapı Yayın, p. 37.
23 Ibid., p. 37; Ladstätter, op.cit.,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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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새로운 제안을 요청하였다. 새로운 목표 중 하나는 고대 건물의 보호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기

New proposals were invited by 1995. Among the new goals were the achievement of the necessary

후 조건과 습도와 온도의 정확한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건축 설계를 위한 볼프디트리히 지젤 교수와 건

climatic conditions for the optimum protection of the ancient building, and an exact balance in humidity

축가 오토 호이젤마이어 팀의 설계도가 당선되었다. 다른 제안들이 실현가능한 기술적 제안을 한데 비해, 당

and temperature. The winning design was that proposed by the team of Prof. Wolfdietrich Ziesel for

선 프로젝트는 추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였다. 이점은 설계도의 선정에

construction design and architect Otto Häuselmayer. In spite of the extra costs involved, the overall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24 이후 몇 년 뒤, 지명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개선안이 승인되었다. 이는 경사면의

aesthetic effect of the winning design was the decisive factor, although other proposals were indeed

경사에 부합하는 보강철골 지붕으로 유적지 전체를 덮는 계획안이었다. 이것의 목적 또한 마블 로드에서 보

technically viable.24

는 테라스 하우스 지형의 풍경 각도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구조물이 주변의 고고학적 경관 속으로 조화롭게

Over the following years another proposal, the winner of a closed competition, was approved for further

삽입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지붕 구조물의 설치가 2000년에 이어졌다. 지붕 프로젝트는 베네치

development. It provided for the covering of the whole ruin under a roof of reinforced steel which was to

아 헌장의 조항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보존(conservation) 목적을 위한 보호 구조물이라는 기본

conform to the gradient of the slope. The aim was also to ensure that the structure would be harmoniously

적 기능 외에도, 역사적으로 독특한 유적의 현대적인 표현은 기념물의 보전(preservation) 건축에서의 다

inserted into the surrounding archaeological landscape with special consideration for the angle of the

른 과제를 위한 모델로 기록될 수 있다.

view of the Terrace House topography from the Marble Road. The erection of the roof structure itself

현재의 건축물과 지붕 시스템의 재료는 다음과 같다. 지붕은 밝고, 내구성이 있으며 투명하다. 방수가 되며

was following in 2000. The roofing project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내후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외선에도 강하다. 시어필 V.(Sheerfill V.) 건축 장막으로 제작한 합성 피복은

Charter of Venice. Besides the primarily function as protective structure for conservation purposes, the

외피인 동시에 건축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시어필은 영구적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장

contemporary presentation of the historical unique remains can be stated as model for other assignments

막 자재의 등록 상표로, 유리 섬유와 PTFE(테프론)로 만들어진 복합 재료이다.25 Fig 4

in the architecture of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The materials of the current construction and roofing system are as follows; roof is light, resistant and
translucent. It is also water and weather-proof as well as UV resistant. A synthetic skin made by Sheerfill
V. Architectural Membrane is both a cover and an important constituent of the construction. Sheerfill is

Figure 4 테라스하우스 2의 내부와
지붕 시스템
		Inner of Terrace House 2 and its
roofing systemm
		photo: Nevra Ertürk, 2014

the registered trademark of a membrane category used in structures which are either permanent or which
can be dismantled. It is a composite material made of fibre glass and polyetralourthylene.25 Fig 4

Façade is transparent so that the valuable archaeological assets can be seen and recognised from the
outside, but which also provides stability and protection against damage from the outside. A material of
the polycarbonate type Lexan was used, whose geometry was established after detailed investigations of
the climat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at a given thickness of 8mm. 26 Fig 5, 6

A bearing structure made of stainless steel that holds together the roof and the façade, and resists
oxidation and other influences of fresh air due to its constituent materials. Stainless steel was selected for
the entire roof structure due to its many advantages.27

24 Ibid. pp. 37-38.
25 Ibid., p. 39; Ladstätter, Ibid., p.61.
24 Ibid., pp. 37-38.

26 Ibid., p. 39; Ladstätter, Ibid., p.60.

25 Ibid., p. 39; Ladstätter, Ibid., p.61.

27 Ibi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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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테라스하우스 2의 파사드
Façade of Terrace House 2
		photo: Nevra Ertürk, 2014

부터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유형의 렉산(Lexan)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정
해진 8mm 두께에 적용되는 기후 및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사 이후에 기하학적 구조물이 세워
졌다.26 Fig 5, 6

Figure 6 테라스하우스 2의 파사드 2014
Façade of Terrace House 2
photo: Nevra Ertürk, 2014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는 지붕과 파사드를 결합시키고,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 덕분에 산화와
야외 공기와 같은 다른 영향을 견딜 수 있다. 스테인레스스틸은 그것이 지닌 여러 장점 덕분에 전체 지붕 구
조를 위해 선정되었다.27
빌라의 방에 설치된 강화 벽 상부에 놓인 공중 보행통로 시스템은 방문자이 빌라의 방위를 걷지 않아도 모
자이크 전체를 볼 수 있다. Fig 7 테라스 하우스 2에는 방문자들의 이해를 돕는 다른 도구로서 스토리보드나
가이드북, 투어 가이드가 제공하는 문자 혹은 시각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Fig 8

The system of a raised walkways, which rest upon the consolidated wall tops of the villa’s rooms, enables
visitors to see all the mosaics without walking upon them.

Fig 7 Visitors have also different other tools

to understand the Terrace House 2 such as written or visual information provided on storyboards,
guidebooks or tour guides. Fig 8

3.2. YENIKAPI TRANSFER POINT AND ARCHAEO-PARK AREA PROJECT
The city of Istanbul is connecting two continents, Asia and Europe, as well as divided in two, between east
and west, by the Bosphorus. Istanbul is a very fast growing city with a population of 15 million people and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faced by the city is the transportation problem.
Yenikapi is the most important transfer station on the European side of Istanbul connecting the
subway system with the Marmaray project which links both sides of the city with a rail tunnel under
the Bosphorus. An average number of 1700.000 people will be expected to pass daily through Yenikapi
Transfer Point. Yenikapi, lies on the southern shore of the historical peninsula of Istanbul, which is part of
Figure 7		 테라스하우스 2의 보행 통로
Walkways in Terrace House 2
photo: Nevra Ertürk, 2014

Figure 8			 테라스하우스 2의 스토리보드
Storyboards in Terrace House 2.
		
		 photo: Nevra Ertürk, 2014

the “Historic Areas of Istanbul” inscrib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85.

Archaeological finds unearth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subterranean rail line and station for a new
rail link between Europe and Asia. “Yenikapi, where a central station is going to be constructed, between

3.2. 예니카프 환승소와 아르케오 공원 구역 프로젝트

1 and 6.30 meters below the sea level, the Port of Theodosius, the largest port in the Early Byzantine
Period was unearthed. The discovery of the remains of Neolithic settlement carried the history of Istanbul

이스탄불 시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한다. 또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동양과 서양을 나누기도 한다.

back to about 8500 years ago.”28 “35 shipwrecks of different dimensions and types dated to the 5th-11th

인구 1,500백만의 이스탄불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또한 이스탄불에게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centuries and animal skeletons were also discovered.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started in 2004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General Directorate of Cultural Assets and Museums,

26 Ibid., p. 39; Ladstätter, Ibid., p.60.
27 Ibid., p. 39.

28 http://www.istanbularkeoloji.gov.tr/web/32-238-1-1/muze-en/museum/announcements/yenikapi_excavations [12.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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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바로 교통 문제이다.

an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Istanbul Archaeological Museums. Excavations are covering an area of

보스포루스 해저의 기차 터널을 통해 도시의 양쪽을 연결하는 마르마라이 프로젝트로 지하철 시스템을 연결

58,000square meters”.29

하는 예니카프는 유럽에 쪽에 면한 이스탄불의 가장 중요한 환승역이다. 평균 170만 명이 매일 예니카프 환

Considering the values of the Yenikapi Project area, the method of “Service Procurement for Provision of

승소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니카프는 이스탄불의 유서 깊은 반도의 남쪽 해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Architectural Preliminary Project from Pre-selected and Invited International Architects” was chosen for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일부이다.

the Yenikapı Transfer Point and Archaeo-Park Project by the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 in 2011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위한 지하철로와 기차역 건설 중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었

and three finalist designs were choosen in 2012.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is to design the Yenikapi

다. “해저 1∼6.3미터에 중앙역이 건설될 예니카프에서는 초기 비잔틴 시기의 최대 항구였던 테오도시우스

zone as a transfer area and to create an attraction point in which finds are documented, conserved and

항구가 발굴되었다. 신석기 시대 정착지의 유적 발견을 통해 이스탄불의 역사는 약 8500년 전으로 돌아갔

exhibited. However, no further action has been announced about the project, and the status of the project

다.28

remains unclear.

“5-11세기로 추정되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난파선 35척과 동물의 뼈도 발견되었다. 문화부 장관과

문화재와 박물관 총국의 허가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의 주도 하에 고고학적 발굴조사 2004년에 시작되
었다. 발굴 범위는 58,000㎡에 이른다.”29
예니카프 프로젝트 구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2011년 이스탄불 시당국은 “국제 지명 및 초청 건축가의 건축 기

4. SITE MUSEUM OR IN-SITU PRESERVATION: WHICH IS THE BEST WAY?

초 프로젝트 준비 위한 서비스 조달” 방식을 선택하였다. 2012년 예니카프 환승소와 아르케오 공원 프로젝
트의 최종 3개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예니카프 구역을 환승 구역으로 설계하고, 발견물

There are many site museums in the world. However, their management systems, staffing, facilities or

들이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시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

collection contents diff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 On the other hand, all these museums serve a

지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similar purpose and have one main objectiv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 museums perform a
vital role both on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associated sites. They also play a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disseminating information and raising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4. 유적지 박물관과 현장 보전: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As it has been pointed out in the previous section, site museums in Turkey are all state museums that are
working under the 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financially dependent to the Ministry.

세계에는 유적지 박물관이 여럿 있다. 그들의 관리 시스템, 인력, 시설 그리고 소장품 내용도 나라마다 각기

Ten sites museums in Turkey are located either next to the associated sites such as Side Museum,

다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박물관은 모두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같은 주목표를 지니며 비슷한 목적에

Aphrodisias Museum or Troia Museum or nearby the site such as Ephesus Museum. Staff of ten site

기여하고 있다. 유적지 박물관은 연관된 유적지의 문화유산 보호와 해석 양쪽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

museums are comprised largely of archaeologists and art historians. In addition to, conservators are

한다. 이는 또한 정보를 전파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며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llocated or planning to be allocated in the laboratories of Gordion Museum, Ephesus Museum,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and Troia Museum. Collections of ten site museums have archaeological objects

앞부분에서 지적했듯,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은 모두 터키 문화관광부의 관할에 있고, 재정적으로 문화관광

which are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in the associated sites. Exceptionally, Ephesus Museum, Kaman

부에 의존하는 국립박물관이다. 터키에 있는 10개의 유적지 박물관은 시데 박물관,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 트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and Troia Museum conserves and exhibits the finds of the nearby

로이아 박물관처럼 연관된 유적지 옆에 있거나, 에페수스 박물관처럼 유적지 인접하여 위치한다. 10개의 유적지

sites as well.

박물관의 직원들은 대개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이다. 추가적으로 고르디온 박물관, 에페수스 박물관, 가지안테

Eight site museums out of ten have new museum buildings which can operate easier according to the

프 제우그마 모자이크 박물관, 트로이아 박물관의 실험실에는 보존전문가를 확보되었거나, 확보할 계획이다. 10

increasing number of museum collections after each excavation season. Ephesus Museum, Kaman

개의 유적지 박물관의 소장품은 관련된 유적지를 발굴하는 동안 발견된 고고학 유적이다. 예외적으로, 에페수스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and Troia Museum have new

박물관, 카만 칼레회위크 고고학 박물관, 트로이아아 박물관은 인근 유적지의 발견물도 보존하고 전시한다.

museum buildings, which house educational rooms, conference halls, libraries or temporary exhibition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의 유적지 박물관은 각 발굴 시즌 후 박물관 컬렉션의 증가에 따라 더 쉽게 운영될 수

space that can fulfill the basic functions of the contemporary museology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buildings of the Side Museum and the Hierapolis Archaeological Museum are both ancient Roman

28 http://www.istanbularkeoloji.gov.tr/web/32-238-1-1/muze-en/museum/announcements/yenikapi_excavations[12.02.2015].
29	Onar, V. and et. al., “A Bridge from Byzantium to Modern Day Istanbul: An Overview of Animal Skeleton Remains Found During Metro and Marmaray

Exacavations”, Istanbul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39 (1), 2013, p.2.

29	Onar, V. and et. al., “A Bridge from Byzantium to Modern Day Istanbul: An Overview of Animal Skeleton Remains Found During Metro and Marmaray

Exacavations”, Istanbul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39 (1), 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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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시관 건물을 새롭게 갖추었다. 에페수스 박물관과 카만 칼레회위크 고고학 박물관, 가지안테프 제우

baths which are converted into museum. Re-use of the ancient baths as a museum does not allow to

그마 모자이크 박물관, 트로이 박물관에는 교육실, 회의실, 도서관 또는 임시 전시 공간을 갖춘 새 건물이

expand the museum facil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ontemporary museology principles as the

있어, 현대 박물관학 이해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시데 박물관과 히에라폴리스 고고 박물

Roman baths themselves are monuments and are the historical evidences of the past.

관은 고대 로마시대 공중목욕탕을 박물관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 박물관학 원칙의 요구에 따르면 고대

In this section, site museums as well as in situ preservation approaches in Turkey will be evaluated

목욕탕을 박물관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박물관 시설 확장에 적절하지 않다. 로마시대 공중목욕탕 자체가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 and communication aspects.

기념물이자, 또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과 현장 보존 접근 방식을 보존과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Conservation: The conservation and/or restoration practices can be conducted either in the museum
laboratories, workshops or temporary laboratory, workshops facilities on sites associated with

보존(Conservation): 보존 그리고(혹은) 복원(restoration)의 실무는 박물관 실험실이나 작업장, 또는 임시

excavations. Four museums out of ten site museums have conservation laboratories or workshops.

실험실, 발굴과 관련된 유적지의 작업장 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다. 10개 중 4개의 유적지 박물관에는 보존 실

These are; Gordion Museum, Ephesus Museum,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and Troia Museum.

험실이나 작업장이 있다. 고르디온 박물관, 에페수스 박물관,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모자이크 박물관, 트로이

However, it should be mentioned again that the 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s already

아 박물관이 해당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터키 문화관광부가 터키의 다른 도시에 9개의 지역 복원 및 보존 실

decided to open nin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Regional Laboratories in different cities of Turkey,

험실을 열기로 결정한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유적지 박물관을 포함한 국가박물관의 소장품 보존

which will carry out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analysis work of the state museums’ collections

과 복원, 분석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모든 유적지 박물관은 본래의 맥락 속에서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including the site museums. Additionally, all site museums have their storage facilities within the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장시설까지 박물관 구내에 보유하고 있다. 보존의 일환으로, 박물관 문서화는 9개

museum premises which help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on site, in this original context. As part of the

의 유적지 박물관에 있는 수장구역이나 박물관 전문가의 사무공간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트로이아

conservation, museum documentation are being held either in the storage areas or in the office space of

박물관(Troia Museum)에는 수장구역의 입구에 위치한 소장품들의 문서화를 위한 별도의 기록실이 있다.

the museum experts in the nine site museums. Exceptionally, Troia Museum has a seperate registration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한정된 지식을 갖고 유적지나 박물관에 도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보내기에 고

room for the documentation of collection items which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storage area.

고학적 유적과 제시된 역사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비전문 방문자들은 정보 없이 유적지를 쉽게

Most visitors arrive at a site or a museum with limited knowledge, spend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때로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적지의 전시는 유적지와 직접적인 시

time, and therefore do not develop a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history

각 접촉을 통해 방문자들이 시간의 흐름 효과를 포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0

presented. Nonspecialist visitors do not easily understand sites without information, even specialists can
sometimes be challenged to understand. The presentation of a site should allow visitors to grasp the effect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고, 박물관은 커뮤니

of the passage of time by creating direct visual contact with the site.30

케이션의 매체로 간주된다. 박물관 맥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대중을 향한 교육과 전시, 안내, 공
공 서비스를 통해 소장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의 커뮤니티 지원 활동이기도 하다.”31 그럼에도

Communication: Today, communication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museums and museums

불구하고, 터키에 있는 10개의 유적지 박물관은 박물관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족시키지는 못하

are considered as a medium fo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n the museum context is defined as

고 있다.

“the presentation of the collections to the public through education, exhibition, information and public

유적지 박물관내의 전시는 대부분 스토리보드와 라벨로만 지원되는 전통적인 전시 방법이다. 유물은 대개

services. It is also the outreach of the museum to the community”.31 Nevertheless, ten site museums in

이야기나 그 뒤의 기억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연대순으로 전시된다. 한편, 카만 칼레회위크 고고학 박물관

Turkey do not fulfill the overall content of the museum communication.

과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고고학 박물관, 트로이아 박물관은 인터액티브 전시 기술을 활용하여 소장품과 유

Museum exhibitions in the site museums are mostly in a traditional way of display, which are supported

적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에페수스 박물관의 전시는 인터액티브(interactive) 전시 기술을 포함하지는

with only storyboards and labels. Objects are mostly exhibited in chronological order, rather than

않지만, 유물들은 주제별로 연대순으로 전시될 것이다. 트로이아 박물관에서도 소장품들은 큐레이팅 작업을

focusing on the stories and memories behind. On the other hand, Kaman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Gaziantep Zeugma Archaeological Museum and Troia Museum are using interactive display

30	Sivan, R., “The presentation of archeological sites”, In M. Torre (Ed.), Proceedings of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and the J. Paul Getty Museum, The

conservation of archeological site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6–12 May 1995, Los Angeles, USA),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7, p. 52.
31 Walden, I., “Qualities and Quantities”, Museums Journal, 1991, 91 (1), p. 27.

30	Sivan, R., “The presentation of archaelogical sites”, In M. Torre (Ed.), Proceedings of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and the J. Paul Getty Museum, The

conservation of archaelogical site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6–12 May 1995, Los Angeles, USA),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7, p. 52.
31 Walden, I., “Qualities and Quantities”, Museums Journal, 1991, 91 (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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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제별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유물이나 유물들의 집합은 유물의 무형적 유산 가치뿐만 아니라 이야기

techniques to make the collections as well as the sites more comprehensible. Exhibitions in the Ephesus

와도 연관된다.

Museum do not include any interactive display techniques, but objects will be on display thematically
within a chronological order. In Troia Museum, collections are also classified thematically during the

유적지 박물관은 비형식적 교육 센터로 소장품 관리자와 자료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

curatorial work and each object or group of objects are connected with their stories as well as their

니케이션과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박물관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과 서

intangible heritage values.

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전문화된 연구 기관으로 취급될

만하다.32

박물관 교육을 보면,

에페수스 박물관에는 박물관 부지와 인접한 곳에 별도의 교육관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다.

Site museums are non-formal centres of education and it is vital that emphasis be placed not on the role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모자이크 박물관에 있는 교육 워크숍도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트로이아 박물

of custodians of collections and documentation specialists, but on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fact,

관에도 별도의 교육실이 있다. 여기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과 가족을 위한 교

these museums can be interlinked with educational programs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and at

육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a higher level they deserve to be considered as institutions of specialized research.32 In terms of museum

터키에서 박물관 마케팅과 홍보는 문화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홍보를 보

education, Ephesus Museum has a separate education building located close to the museum premises and

면, 최근 국립박물관은 세미나나 심포지엄, 콘서트, 영화 상영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컨

will serve for the school children. Gaziantep Zeugma Mosaic Museum has an education workshop which

퍼런스 홀을 갖추고 있다.

will operate for the children as well. Troia Museum also has a separate education room. At this point, it

마찬가지로 터키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의 대다수는 공동체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유물 중심적이다. 카만 칼

should be mentioned again that museum education programs do not only serve for the school children,

레회위크 고고학 박물관,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고고학 박물관, 트로이아 박물관에는 다양한 박물관 활동을

but also for adults as well as families.

위한 컨퍼런스 홀이 있다. 에페수스 박물관, 가지안테프 제우그마 고고학 박물관, 트로이아 박물관에는 단기

In Turkey, public relations and museum marketing should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Ministry

전시를 위한 임시 전시 공간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유적지 박물관에는 뮤지엄숍이 있고, 거의 절반 정도에

of Culture and Tourism’s policy for state museums. In terms of public relations, state museums recently

는 박물관 카페가 있다. 하지만, 시설이나 공간만으로는 적절한 방식으로 박물관의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충

have additional activity areas or conference halls to conduct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such as seminars,

분히 할 수 없다. 홍보와 마케팅 전문가들이 유적지 박물관에 할당되어 각 박물관의 소장품 내용과 연구 분

symposiums, concerts or movie screenings.

야와 연관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전시와 교육, 홍보, 마케

Likewise, majority of the site museums in Turkey are more object-oriented, rather than community-

팅, 박물관 브랜딩 등 모든 활동에 포함되고 발굴관의 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oriented. Kaman Kalehoyuk Archaeological Museum, Gaziantep Zeugma Archaeological Museum and

앞서 언급한 에페수스 테라스 하우스 2의 현장 보존은, 보존 방법에 대한 다른 접근이다. 유적지에서의 각 현장

Troia Museum have conference halls for different museum activities; Ephesus Museum, Gaziantep Zeugma

보존 사례는 또한 박물관 방문객들이 유적지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물론 현장도 이해할 수 있게

Archaeological Museum and Troia Museum have temporary exhibition space for short term exhibitions;

도와준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유적지나 기념물 등과 연결되고 유적지나 유물과 교류함으로써 이들이 의미하는

almost every site museum has a museum shop and nearly half of the museums have museum cafe. However,

바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 보존 사례는 박물관 보존과 교류 기능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다.

having a facility or a space is not enough to conduct public relations or marketing activites of museums in a
proper way.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experts should also be allocated in the site museums to develop

“때로는 유적지에 기둥 하나를 다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원의 규모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또 다른 경

different communication activities associated with each museums’ collection content and research area.

우, 적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조각상은 방문객들이 완전한 환경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또

Moreover, “communication” function of a museum should be defined as the entire activites of exhibition,

한 언급해야 한다.33

education, public relations, marketing and museum branding within the museum policies.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유적지 박물관인가, 아니면 현장 보전(preservation)인가?에 대한 정확한

In situ preservation in Terrace House 2 in Ephesus, which i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is another

답은 없다. 모든 유적지는 특별하며 대중에게 보이고 보존되어야 하는 저마다의 물리적 증거와 가치를 가진다.

approach of conservation practices. Each in situ preservation examples on sites will also help museum
visitors to understand the site as well as finds which are on display both on the sites and in the museums,
and enable them to become involved in sites and associated monuments or objects, to communicate with
the sites, ruins and to gain a sense of their meaning. In this respect, in situ preservation examples can

32 Sarma, I.K., “Archaeological Site Museums in India: The Backbone of Cultural Education”, Museum International, 1998 (50), p. 49.
33 Sivan, op.cit., p.53.

32 Sarma, I.K., “Archaeological Site Museums in India: The Backbone of Cultural Education”, Museum International, 1998 (5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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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operate as part of the museum conservation and communication functions.

고고학적 유적지에는 시간을 통해 부여된 역사적, 교육적, 기술적, 예술적, 혹은 미적 가치 같은 다양한 가

It should also be mentioned that “sometimes the re-erection of one column in situ will suffice to

치가 있고, 이는 장소의 진정성 및 정신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적지 박물관이나 현장 보

communicate the scale of a temple. In other instances, a properly positioned statue can help visitors

존, 혹은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가 대상지의 요구 사항이나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imagine the entire environment”.33

유적지 박물관은 보존 연구실과 수장 구역, 기록실, 참고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를 통해 문화재를 원래의

Consequently, there is no exact answer to the question of which is the best way? Site museum or in situ

맥락 속에 보존하고, 기록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상설 전시나 단기 전시, 문화적, 예술적, 혹은 교

preservation? Every site is unique and every site has different physical evidences or values to be preserved

육적 활동, 출판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환기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는 박물관이나 유적지 양쪽에서의 취

and presented to the public.

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에 경제적 수익을 제공한다. 이는 박물관이나 근처에서 열린 활동을 통해 지역뿐 아
니라 유적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보호구조물을 통한 현장 보존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구조물 건설을 매우 주의 깊게 결정해야 하고, 유적

5. CONCLUSION

의 성격과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유적물의 제시 및 전시, 시지각, 방문객 수, 제공되는 서비스, 보
호소 내에서 방문자를 위해 준비된 활동, 유적에 대한 새로운 기능의 영향도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방
문자 동선은 시나리오를 통해 계획되어야 하고, 유적에 대한 해석도 제공해야

한다.”34

An archaeological site has different values such as historical, educational, technical, artistic or aesthetic
values that it possess within the time, which should be preserved with the authenticity and spirit of

유적지 관리계획에서, 유적지 박물관은 유적지 내부나 근처에서 진행될 수 있고, 유적지를 보다 나은 방식으

the place. In this respect, either site museum, in situ preservation or both of the approaches can be

로 보호하고 해석하기 위한 지원 요소로 동일한 유적지 내에서 현장 보존 접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needs and condition of the site.
Site museums allow to conserve, document and research cultural heritage in its original context through
conservation laboratories, storage areas, documentation rooms, reference libraries or archives. It also
helps to raise public awareness by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s, cultural, artistic 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publications. They provide an economic income for the region by creating job opportunities,
both in the museums or sites. They also conduct publicity of the site as well as the region with the
activities held in the museum or nearby.
In the case of in situ preservation with a protective shelter, one should decide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very carefully since the planning stage, and sh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remains very well. “Addtionally, presentation, exhibition of the remains, visual
perception, number of visitors, services provided and activities prepared for the visitors within the shelter
and impact of the new function over the remains should be studied carefully. Circulation of the visitors
should be planned with a scenario while provi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remains.” 34
In a site management plan, one can also conduct a site museum within or nearby the site, and have in situ
preservation approach(es) together within the same site as a supporting element in order to protect and
interpret the site in a better way.

33 Sivan, op.cit., p. 53.
34 Roby and Demas, Ibid.

34 Roby and Dema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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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to restore Hanyangdoseong, the Seoul City Wall, which had for centuries surrounded
the capital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was dismantled by Imperial Japan, began in the early
1960s. By the 1970s, the project had gone into full swing, and has continued on into the early

남산 회현자락 발굴조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그 궤를 같이 하

21st century, but to this day there has been almost no serious effort to conduct prior historical

여 2009년부터 1단계 아동광장, 2단계 백범광장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공사를 완료

investigation of the remains. Unfortunately, the wall was instead restored into a new modern

하고 현재 3단계 중앙광장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1·2단계에서는 한양도성의

form,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original design or the natural wear and tear of time.

보존과 활용을 전제로 한 사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복원 단계에서는 고증 없는 복원이

Excavation of the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began as part of the Seoul

라는 이전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Metropolitan Governmant’s ongoing Namsan Renaissance Project. Starting in 2009,

3단계로 추진 중인 중앙광장 발굴조사 결과 태조-세종-숙종대 이후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excavation and restoration was carried out at the Children’s Square (Stage 1) and then

축조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한양도성 유구가 확인되었다. 잔존길이는 약 135m, 잔존높이는

at Baekbom Square (Stage 2). Currently, with the two sections fully restored, Stage 3 of

최대 7단에 이른다. 중앙광장 동편으로 이어지는 회현자락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도

excavation is being conducted in the adjacent Central Square. While prior excavation had

잔존 길이는 53.7m, 최대 5단의 성벽이 발굴되었다. 게다가 발굴조사지역이 한양도성 축조

been conducted at the first two sections to better conserve the wall and ensure greater

구간 중 60번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각자성석 ‘柰字六百尺’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utilization, it became obvious during restoration that the efforts, unfortunately, could not be

이에 필자는 남산 회현자락에서 발견된 한양도성을 기존의 복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발굴된

deemed an historical investigation.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우와 풍화 등

At the Central Square where currently the third stage of excavation is being carried out, parts

을 막기 위한 방수와 경화 처리, 유구 보강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상 보존하는

of the wall are visible, showing the different building methods that were employed in the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들의 탐방로와 안내판 등 부대시설도 마련하여야 한

Joseon Dynasty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 Sejong and Sukjong. The remaining wall

다. 그럼으로써 한양도성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적 발자취를 널리 알리고 길이 계승할 수 있

is approximately 135m long and at the tallest point 7 layers above ground. Even beyond the

을 것이다.

Central Square, to the east toward the center of the hill, the excavated section of the wall is
53.7m long and at the tallest point 5 layers above ground. In addition, a marking stone was
discovered in this section of the wall, engraved with the Chinese characters “柰字六百尺,”
indicating that the particular point was the 60th among others.
In this paper, as an alternative to previous restoration efforts, I present the following
measures to conserve the Seoul Wall City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with
minimum alteration of the state in which it was first excavated and make it available to all
visitors. With that in mind, all feasible solutions have to be sought regarding the (in situ)
conservation of the remaining wall, including protection against weathering by rain and
wind, as well as providing permanent reinforcement. The site also needs to be furnished with
paved routes and guide posts for visitors. Only then will the true value and history of the wall
be properly conserved for all to enjoy for years to come.

복원, 발굴조사, 고증, 원형, 보존, 활용

restoration, excavation, historical investigation, original form, conservation,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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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National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has increased today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고고유적도 보존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게 일반인들에게 발굴 현장을 공개하고 있으며, 중요 유적은

said to define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as the era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Even the focus of archeological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노출 전시하거나 지상에 복원, 재현하여 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활성

heritage is shifting from mere conservation to also include unprecedented efforts to make the remains available

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이 문

to the public. The most significant excavation sites are kept exposed for the public to observe and experience

화유산을 알고 찾고 향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정책

firsthand, or restored or reproduced on ground level, sometimes going as far as building separate structures

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or the sole purpose of exhibition. Today, therefore, we need to create policies that simultaneously conserve and

그러나 무조건적인 활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당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systematically manage cultural heritage as it was at the time of excavation, and actively make it available to the

원형을 훼손하거나 핵심적 가치를 망각한 활용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고고유적의 활용은 과학적인 조

public, helping them learn about and enjoy their cultural heritage, and thereby create a wide range of socio-

사와 연구를 통한 철저한 고증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역사적 진정성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economical values.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The ultimate goal, however, is never to make cultural heritage available under all circumstances. No measure for

이하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한양도성의 주요 발굴 성과와 발굴이 끝난 유적의 보존 관리 실태, 특히 복

heritage util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f the original form is damaged or the core values forgotten. Because

원과 관련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최근 남산 회현자락에서 발굴된 한양도성의 바람직한 보존 관리 방

utilization of archeological remains requires rigorous historical investigation through scientific inspection and

향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research, it has to involve constant effort to find historical authenticity, and each and every step of that process
should be recorded in full and in detail.
Below, I will first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Seoul City Wall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that

Ⅱ. 기존 한양도성 발굴과 보존의 한계

have already been excavated and restored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the main excavation
details, with especial focus on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storation measures. Then, I will go on to

1. 한양도성의 주요 발굴성과

discuss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properly conserve, manage and make available the wall remains that were
recently discovered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한양도성의 발굴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한양도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첫 조사는 1999년 ‘주한러시아대사
관 건립부지 발굴조사’를 떠올릴 수 있고, 이후 성벽과 직결된 유적들이 대거 발견된 경우는 2008년부터 실
시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와 ‘송월동 근린공원부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Ⅱ. Limits of Existing Excavation and Conservation Practices

있다. 근래 실시된 한양도성의 주요 발굴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1. Details of the Main Excavation Sites
Excavation of Seoul City Wall remains began not too long ago in 1999, on the site for the new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eoul. Later in 2008, remains of the wall were excavated during the excavation of the sites
for the new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and the neighborhood park in Songwol-dong. The chart below lists
the details of the main excavation sites of Seoul City Wall as of recent.1

1	한양도성 발굴조사 개요는 다음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2009,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1』
한양도성박물관, 2014,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1	The details of the main Seoul City Wall excavation sites were reorganiz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Basic Plan 1 for the Comprehensive Mid- to Long-

term Restoration of Seoul City Wal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Seoul City Wall on Namsan Hill, Seoul City Wall Muse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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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mber

Excavation site
(name of investigation)

Excavation institution

Year of
excavation

Site details

3m 높이의 석축과
기초다짐층 확인

1

Site for the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f Korea

1999

Stonework 3m and
underground foundation

1.5~2.9m 높이의
석축 일부 잔존

2

Site for the new Myeongji
Building in Seosomun-dong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Myongji
University

2001

Partial stonework 1.5m to 2.9m
in height

3

Site for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Seoul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Myongji
University

2003-2005

Ground-level supporting stones
and underground foundation
(approx. 16m in length)

4

Site for underground
water pipes for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in
Jangchung-dong

Korea Military Academy
Hwarangdae Research
Institute

2003

Ground-level stone foundation and
filler stones

5

Site of the former Tower
Hotel Seoul on Namsan Hill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2008

Foundation and marking stone
engraved with Chinese characters,
“劍字六百尺 ,”

6

Site for the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2008-2009

Wall 123m in length and a maximum
4.1m in height, Igansumun(twoarched floodgate), bastion

7

Site for neighborhood park
in Songwol-dong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8

Wall 130m in length (2 to 11 layers
tall, 1m to 4m in height)

8

Site for the restoration of
Sungnyemun Gat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f Korea

2008-2010

Stonework remains and
underground foundation

9

Site for the extension and
rebuilding of Changdeok
Girls’ Middle School

Korea Institute of
Heritage

2010

Ground-level supporting stones and
foundation for the former French
Legation Building

연번

발굴지점(조사명)

발굴기관

발굴년도

발굴성과

1

주한러시아대사관
건립부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2

서소문지구 명지빌딩
신축부지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1

3

4

5

6

7

8

9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수도관 매설 부지

서울 타워호텔 부지
내 시굴조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 부지

송월동 근린공원부지

숭례문 복구사업부지

창덕여중 증·개축
공사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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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 Details of the main Seoul City Wall excavation sites

표 1. 한양도성 관련 주요 발굴 성과

서울상공회의소
구간 내 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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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msan Hoehyeon Archaeologi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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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울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문화재연구원

2003~2005

2003

2007~2008

2008~2009

2008

2008~2010

2010

성벽 지대석과 기초 다짐층 확인
(길이 약 16m)

성벽 기단부와 채움석 확인

성벽 기초, ‘劍字六百尺’ 각자성석 발견

길이 123m 성벽(최대높이 4.1m),
이간수문, 치성 등 발견

길이 130m 성벽
(외벽 2~11단, 높이 1~4m)

잔존 석축과
기초다짐층 확인

성벽 기단석 확인
프랑스공사관 건물지 기초 발견

Most of the excavations listed above were initiated as unplanned rescue efforts because the stonework or
이상의 발굴조사는 대부분 개발을 위한 구제 발굴적 성격의 조사였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한양도성의 석축

underground foundations were discovered unexpected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site for another purpose.

이나 기초다짐층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한양도성 관련 유구가 발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발

While the discovery itself was indeed fortunate, it was difficult at the time to conserve, let alone make available,

굴된 유적을 온전히 보존하여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들자면 비록 지표에는

the discovered remains. And yet, even though much of the wall had been destroyed above ground, the first

한양도성 유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지하에는 석축과 기단석, 기초다짐층 등의 한양도성 관련 유구가 남아

excavations raised awareness of the high possibility that, underground, there could still remain a significant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mount of the wall, including original stonework, ground-level stone foundations and supporting stones.

그와 관련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립 부지와 송월동 근린공원부지의 발굴조사에서는 기대 했던 바

As expected (or more than that), the remains excavated at the sites for the new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또는 그 이상으로 발굴 성과가 양호하게 나옴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벽의 현상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and neighborhood park in Songwol-dong turned out to be in good or excellent condition. It was decided, therefore,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한양도성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고증되지도 않은 성벽을 복원하여 ‘문

that whatever measures were to be used the remains should be conserved and utilized in their original form.

화재 원형보존’ 원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근래 발굴된 유적의

However, in several cases, sections of the wall were restored without prior historical investigation, nullifying that

복원과 관련된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initial principle of conserving the remains in their original form. (In the next section, the limits and problems in
restoring the recently excavated remains are going to be point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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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mits and Problems in Restoring Seoul City Wall

이제까지의 한양도성 보존과 복원 사례를 보면, 발굴된 성벽은 기록을 남긴 후 전면 해체하여 완전히 새로

So far, conserving or restoring the wall had meant that records were made of the excavated remains, which were

운 성벽으로 재탄생시켜 왔다. 사실 이러한 한양도성 복원의 역사는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1970

then completely dismantled and rebuilt into a completely new structure. This practice traces back to the first

년대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지구별로 대대적인 복원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2000년대

restoration efforts in the early 1960s, which later went into full swing in the 1970s,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초반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발굴조사와 같은 사전 고증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president, with the wall wa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Such efforts continued on into the early 2000s, but

복원된 한양도성의 모습은 당연히 몇몇 전문가와 시공업자들의 뜻에 따라 임의로 설계된 것이었고, 대부분

unfortunately historical investigations such as prior excavations were rarely conducted. As a result, a small group

여장까지 완벽히(?) 갖추어진 그럴듯한 성벽으로 단장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of experts and constructors based the final product on a random design, and in most cases the remains appeared

이렇듯 철거철저한 고증이 결여된 한양도성 복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brand new, at times complete(?) with battlement.

우선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양도성에 얽힌 시간성의 무시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양도

The following are a few major problem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restoring the wall’s remains without going

성은 태조 때 초축된 후 세종대와 숙종대, 영조대 등에 걸쳐 여러 차례 수축 정비되었다. 따라서 한양도성

through a prior stage of rigorous historical investigation.

전체를 놓고 볼 때, 구간별로 여러 시간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럼

First, one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with regards to the restorations was the total lack of consideration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복원된 성벽들에서는 그러한 시간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원형을 알 수

for the passing of time. As is already widely known,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began in the Joseon Dynasty

있는 석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성벽을 일률적으로 복원해 버린 것이다. 이는 고증 없는 복원의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and sections of the wall were later added and extended numerous times during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the reigns of the Kings Sejong, Sukjong and Yeongjo.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wall in its entirety, one
of its most prominent features is that it retains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different eras depending on the

고증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다. 예를 들면 한양도성의 전 구간에 걸쳐 성벽

time of construction. The sections that have already been restored, however, conserves neither such difference

위의 여장(女墻)과 총안(銃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멸실된 구간에서는 이를 입증할

in architectural style nor the different degrees of wear and tear of time. That is, the entire wall was restored

방법이 없고, 더구나 여장의 구조나 총안의 형태 등은 더욱 그러하다. 새로 복원된 여장의 형태는 원래의 모

uniformly without consideration to conserve the original multi-temporal form. They now serve as good examples

습대로 남아 있는 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이 또한 복원 과정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오류의 예라 할

of what happens if a site is restored without prior historical investigation.

수 있다.
There are another thing that should be mentioned in relation to historical investigations. For example, it is
사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를 들라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존의 성돌과

predicted that the whole Seoul City Wall had battlements and embrasures on the wall. However, there is no way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로 복원된 석재의 이질감을 꼽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한양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to prove it on the already demolished parts, and it is the same with the structure of battlements and the form

나라 성곽 복원 현장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하튼 한양도성 곳곳에서 관찰

of embrasure. The newly restored battlements show a big difference from the form of remaining battlements in

되는 이질적인 복원 석재로 인하여 과연 한양도성이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곽인지조차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original appearances. Therefore, it can be the typical error that was originated from the restoration process.

태반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옛 석재들을 활용한다고 하긴 하였지만, 그 또한 새로운 석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In fact, apart from the problem of principle, the stones that were used to complete the ruined walls were made of a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복원 방식을 지양하고, 확인된 상태 그대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from the original ones, resulting in an overall impression of disunity. This problem

로의 성벽만으로 적절한 보존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철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

of disunion is, of course, not limited to Seoul City Wall remains but applies to all architectural restoration projects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체로 문화유산의 복원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추세

across the country, that is, a serious problem that concerns the entire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restoration

는 세계유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양도성 역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복원 대신 현 상태를 안

materials that visibly differ from the original stones have made it difficult to discern whether or not the wall

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at exists today was in fact esta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Of course, in some instances the restorative
material matches the original, but the overall disharmony has nullified those efforts (because of its drastic
contrast with the new material)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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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to such problems would be to avoid using any of the past or current restoration
methods, and find an entirely new method to properly conserve and manage the wall as it was when it was first

남산 회현자락 발굴조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009년부터

discovered. The philosophy of conserving cultural heritage changes with time, most recently, the restoration

시작된 남산르네상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1단계 아동광장(2010. 7 완료-성곽원

method of preference being to minimize intervention. This trend is also the case with the cultural heritage of

형복원 84m, 공원조성 13,700㎡)과 2단계 백범광장(2012. 5 완료-성곽원형복원 130m, 공원조성 44,900

any other country around the world. Therefore, it seems wise that those in charge of restoring the wall should

㎡)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단계 중앙광장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also avoid excessive or unnecessary means of restoration, and instead strive for stability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wall as it is.

Ⅲ. Excavation Details of the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2
Excavation of Seoul City Wall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began as par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ngoing Namsan Hill Renaissance Project, which began in 2009. The exca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Children’s Square (Stage 1, completed in July 2010, 84m wall and 13,700m2 of surrounding
park area) and of Baekbeom Square (Stage 2, completed in May 2012, 130m wall and 44,900m2 of surrounding
park area) have been finalized, and currently the third and final stage of excavation is taking place at the adjacent
Central Square.

Figure 1 남산회현자락 조감도
Birds-eye view of the foot of Namsan Hill in Hoehyeon-dong

Approximately 34m of the wall was excavated in the Children’s Square, most of which was comprised of only
the first two layers of the original wall. The foundation is weathered bedrock carved into the shape of two lines
meeting at an obtus angle, the bottom flat and the sides standing straight, and there are traces of hardened soil

아동광장 발굴조사 결과 한양도성의 성곽 34m 가량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기저부의 성곽 1~2단만이 잔

where the back filling thins.

존해 있었다. 성벽의 기초는 풍화암반을 ‘ㄴ자’형으로 굴토하여 바닥면은 수평, 내탁면은 수직을 이루도록 지
반을 조성 한 뒤 축성하였으며 뒤채움의 폭이 좁은 지점에서 흙을 다진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In Baekbeom Square, approximately 42.4m of the wall was excavated with a 7.6m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백범광장 발굴조사에서는 성곽 42.4m 가량이 확인되었으며, 동서간의 레벨차이는 7.6m이다. 태조대 쌓은

the east and west ends. Also visible is the older section built during the reign on King Taejo, and the parts that

구간과 세종대 고쳐쌓은 구간이 확인된다.

were later add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중앙광장 발굴조사 결과 태조-세종-숙종대 이후까지 시기별 다양한 축조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한양도성

The remains in the Central Square appear to have been built and rebuilt numerous times during the reigns

유구가 확인되었다. 잔존길이는 총 135.6m, 잔존높이는 최대 7단, 최대높이 2.6m이며 동서간의 레벨차이

of Kings Taejo, Sejong, Sukjong, and later, using various building methods. The remaining length amounts to

는 약 19m이다.

135.6m, the height a maximum 7 layers, or 2.6m from ground-level, with an approximately 19m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the east and west ends.

2	This section is a summary of the following reports made recent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	이 장에서 기술할 한양도성의 발굴 성과 부분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최형수, 2014, 「남산회현자락 발굴조사 결과 및 의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제5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서울특별시)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Choe Hyeong-su,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Excavatio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2014. Value of Seoul City Wall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as National Heritage, 5th Symposium on Seoul City Wal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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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east to the center of the hill, similar remains were later excavated and proved to be a continuation
of Seoul City Wall (in 2013). The newly discovered section was 53.7m long, the height being a maximum 5
layers, or 1.8m from ground-level, with an approximately 6m difference in height between the east and west
ends. At the base of the wall, large stone bricks were placed on bare ground, or were supported with a layer of
smaller stones to level a slope. Due to limitations of the area under investigation, only part of the back filling
was investigated, while most of the exterior stones were verifi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 Sejong and Sukjong base on their design, where the stones appear to have been added later on (9.6m),
they were given additional support by the placement of large rocks. Also, for the first time, one marking stone
was discovered, inscribed with the Chinese characters “柰字六百尺,” indicating that the particular point was the
60th among others around the entire Seoul City Wall. Discovered in addition were numerous traces of wooden
pillars having been us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as well as spots were the wall was intentionally
destructed in order to create waterways and gates for passersby.
Figure 2 아동광장 한양도성유구 전경
Seoul City Wall remains in the Children’s Square

Figure 3 백범광장 한양도성 유구 전경
Seoul City Wall remains in Baekbeom Square

As such, the remains of Seoul City Wall at the foot of Namsan Hill (spanning across the Children’s Square,
Baekbeom Square, Central Square, and trail routes) had been destroyed by Imperial Japan for the construction
중앙광장 동편으로 이어지는 회현자락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2013년

of a Shinto shrine, and thereby thought to have been lost forever, but was recently revealed to still exist, albeit

조사지역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잔존구간의 길이는 53.7m이고, 최대 5단, 최대높이 1.8m로 동서간의 높

partially. Based on the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employed in comparison to various architectural

이차는 6m 가량이다. 성곽의 기저부는 치석된 대형의 성돌을 생토면 위에 그대로 올리거나 경사면의 기울기

texts from Joseon, the entire section was built and rebuilt numerous times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

를 줄이기 위해 작은 돌을 끼워 수평을 맞추

Sejong, Sukjong, and later on. The entire remaining section is 266m long (34m across the Children’s Square,

었다. 조사지역의 한계로 인해 뒷채움은 일

42.4m across Baekbeom Square, 135.6m across Central Square, 53.7m across other areas within the Namsan-

부 분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면석의 경우

Hoehyeon area), and is a maximum 2.6m in height from ground-level (in the Central Square, built during the

태조+세종+숙종연간 이후의 축성양식이 모

reigns of Kings Taejo and Sejong, and amounting to 7 layers). The findings in this area are greatly significant in

두 확인되는데, 숙종연간 이후에 보축된 것

the search for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form of Seoul City Wall.

으로 추정되는 구간(9.6m)에서는 면석의 앞
쪽으로 대형의 석재를 성벽과 직교하게 놓아

Figure 4~5 중앙광장 한양도성 유구 현황 및 전경(서울시 제공)
		 Seoul City Wall remains in the Central Square (courtesy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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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serving Seoul City Wall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금번 발굴조사지역이 한양도성 축조 구간 중 60번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기타 시

1. Principles for Conserving and Utilizing Archeological Remains3

설로는 성벽의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목주흔이 다수 보이며 근대 배수시설 및 탐방로 설치 등으로 인
해 체성벽 일부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이 확인된다.

The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e universal to all fields, including
이렇듯 남산 회현자락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신궁 건립 등의 이유로 인해 멸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양도

architecture, landscape or archeological remains. That is, all forms of cultural heritage must be conserved

성 성곽(아동광장-백범광장-중앙광장-탐방로구간 사이)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한양도성 체

intact, and so that they maintain harmony with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surroundings. The following is

성벽은 축조형태 및 기타 고문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태조-세종-숙종이후 연간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

a list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premis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곽의 규모는 잔존 총

archeological remains.

길이 266m(아동광장 34m, 백범광장 42.4m, 중앙광장

Figure 6 한양도성유구 전경
Seoul City Wall remains

135.6m, 회현자락 부지 내 53.7m 잔존)이며, 잔존 최대

First, the purpose of conserving and utilizing archeological remains must first and foremost be to preserve

높이는 2.6m(중앙광장 부지 내에서 발굴된 태조-세종대

the heritage as it was at the time of excavation, based on historical authenticity. In order to do so, the original

축성구간, 최대 7단 잔존)이다. 이상은 한양도성 원형의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excavated heritage must be investigated and understood in detail, and thereby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 큰 의

reveal the functions of individual items and the era in which they were used, the ultimate goal being to

의가 있다.

interpret and restore the past, the lives and society of those who lived in the time the items were made.

Second, to conserve and make available archeological remains, there must be a process of thorough academic

Ⅳ.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보존 방안

research and rigorous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should be conducted so that in no way the (original) remains
are further damaged. A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fact that in principle, restoration without historical

3

1. 고고유적 보존과 활용의 원칙

investigation is false, and conservation without retaining the original form can only tarnish its meaning.
Only when we are constantly aware that the current knowledg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an distort the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건축, 조경, 고고유적 등 어떤 분야의 유산이건 관계없이 그 궤

past, and minimize the desire to transform the past with such novel tools, will the authentic conservation and

를 같이한다. 즉 모든 유산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utilization of archeological remains be possible.

것은 재삼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고고유적의 보존 및 활용의 전제와 문제점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된다.

Third, all steps of the process need to be recorded and archived, and the related data should be available in
full and in detail to members of the public and academia. Unlike some other forms of heritage, archeological

첫째, 고고유적의 보존과 활용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정성에 기초하여 발굴된 상태의 원형을 기본으로 하

remains cannot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once damaged, the importance of making and keeping a precise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발굴을 통해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유구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record cannot be stressed enough.

유구의 성격과 연대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거인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사회상 등을 해석해 내고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ourth, like all other forms of cultural heritage, (values of) archeological remains need to be developed and

둘째, 유적의 복원 및 활용은 충분한 학술적 연구와 철저한 고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대적으로 원래 유적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reby remain as a space that everyone can enjoy. At the same time,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증 없는 복원은 허구이며, 원형 없는 보존은

however, the remains have to be uti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mains’ particular characteristics. That is, all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기술, 정보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s for exhibitions, utilization,

로 인해 과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기재를 이용하여 과거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최

availability and maintenance, based on the state of the remains or it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reb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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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the best method to make known and useful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ular heritage.

2. Conserving and Utilizing Seoul City Wall Remains

야 한다. 고고유적은 다른 유적들과 달리 한번 발굴이 되고 나면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Before discussing measures to conserve and make utilize Seoul City Wall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the state of the sections that were recently restored during the first two stages needs to be

넷째, 고고유적 역시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유적의 가치를 개발, 전승하고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reviewed, as they display all the limits and problems described above Ⅱ-2. That is, while at the time of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반드시 고고유적의 특성에 입각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

excavation what was left of the wall was the first four layers including the ground-level foundation and layer of

되어야 한다. 즉 유적의 상태나 주변의 여건 등을 토대로 전시성, 활용성, 접근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

back filling of about 1m in width, after restoration the wall was made to appear brand new, complete with a full

합적으로 고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set of battlements.

2. 한양도성 발굴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As mentioned earlier, the first and foremost op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is to conserve the site in the
state it was in when it was first excavated. The remains of the wall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are

이번에 발굴된 남산 회현자락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이미 정비 완료된 1·2 단계 구간의 성곽

known to be the section with the most damage. And yet, despite the great degree of loss, much has been

복원 현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은 최근에 복원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Ⅱ장 2절에서 지

gained by the newly excavated remains. Although incomplete, the remaining wall is comprised of over-ground

적한 한계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즉,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한양도성은 기단석을 포함한 1~4단의

stonework including a ground-level foundation and back filling, as well as a marking stone engraved with

기저부 석축과 1m 남짓한 뒤채움 구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을 여장까지 번듯하게 복원해

Chinese characters indicating that the section is the 60th of Seoul City Wall, the sections of which were all built

놓은 것이다.

at different times during the Joseon Dynasty.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발굴된 상태 그대로 현상을 보존하는 방법이

As such, I believe that the most authentic way to conserve the remains is to allow the public to see the site as it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남산 회현자락 일대는 한양도성 전 구간 중에서도 훼손이 가장 심한 곳으로

was at the time of excavation. Even though only a small portion of the stonework and rear filling remains (which

알려져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발굴된 성벽의 흔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are unstable), this seems to be the best way to stimulate the public’s interest in the heritage. Fortunately, the

지니고 있다. 비록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단석을 포함한 석축 일부와 내부

Central Square site is mostly flat, making it not too difficult to conserve the wall with minimal support. Of

채움토가 발굴되었고, ‘柰字六百尺’과 같은 각자성석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점이 분

course in order to protect the remains from being weathered by rain and wind, the site will have to undergo
necessary waterproofing and hardening treatment, but I hope that the most advanced

할 축조된 한양도성의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도 밝혀내었다.

technologies are applied so that the current form is conserved as much as possible.
이에 필자는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상태 그대로를 일반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진정

Figure 7 남산 회현자락 1·2단계 복원 현황
Restoration of Seoul City Wall remains in the Children’s Square and
Baekbeom Square

성 있는 보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1~2단에 불과한 석축과

I also think it best if the additional 53.7m of wall that was excavated to the east of the

불안정한 상태의 뒤채움석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만큼 일반인에게 감동을 줄

Central Square is also conserved as it is. While that section of the wall must be especially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중앙광장 구간은 지형 자체가 평지에 가

difficult to conserve because it is geographically situated on highly uneven ground, and

까운 완만한 상황이므로 조금만 보강하면 큰 문제없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meets with a hiking trail to the rear, if one were to look only at the state of the remaining

본다. 물론 지속적 강우와 풍화 등을 막기 위한 방수와 경화 처리 등이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하겠지만 최대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현 상태 그대로 보존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Figure 8 남산 회현자락 1·2단계 복원 세부
Restoration of Seoul City Wall remains in the Children’s Square and
Baekbeom Square (in detail)

wall, this section is in better condition than the Central Square’s both in terms of volume
and quality, so it would be best if both sections of the wall were conserved together
as the single entity the wall was designed to be. Fortunately, as the back filling seems

덧붙여 가능하다면 중앙광장 동편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서 발굴된 53.7m 구간도 현상 보존할 수 있다면

to continue on towards the hill’s rear,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s into that area, there is the

그것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한다. 발굴된 구간 자체는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많이 나는 급경사 지형인데다 그

possibility of at least conserving the remains in the form of displaying the surface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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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으로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할 수는 없겠지만 성곽 자체만 본다면 중앙광장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the wall be artificially fortified in order to securely conserve the wall in its

구간보다 훨씬 양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던 동편의 성곽에 잇대어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current stat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cheological remains, if an excavated surface is exposed to open

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다행히 뒷채움석이 후면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부분

air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difficult to conserve the original form, so the wall has to receive some type of

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소한 석축의 면석을 보여주는 쪽으로라도 현상을 보존하는 방법

treatment for stabilization. Experts will have to later on carefully discuss the particular technology, but in the

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end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take their time, and perhaps even learn from the process, to choose the right
technology for this particular purpose.

다만,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적을 보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고유적의 특성상 발굴
된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정화 조치를 취할

As such,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al benefits of the wall, not only should it be conserved in the state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it was excavated, but also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making of pathways for visitors to see the

발굴된 그 모습대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wall and other subsidiary facilities. Especially, where the land becomes particularly uneven or cramped, the
pathway should be widened to ensure the minimum space that is comfortable for someone to pass through,

이처럼 현상 보존된 상태로의 성곽 노출 전시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곽 자체의 보존 외

and also there has to be space for guide posts throughout. It would be best if there could be a full-time expert

에도 관람객들의 탐방로 등 부대시설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급경사 지역이나 공간이 협소한 지역

who provides guided tours all year long, but even if that is not feasible, there should be some form of on-site

의 경우에는 관람 동선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관건이고, 더불어 관련 설명이 실려 있는 안내판

guidance so that any visitors can easily attain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remains.

의 설치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해설사가 배치되어 상시적인 해설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누구나 언제든 쉽게 성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

Meanwhile, about 70m of the wall in the area was missing entirely, where not even the underground

이다.

foundations remained. In principle, such parts of the wall should not be recreated because there is no historical
evidence on which to base the restoration. However, if there happens to be a cadastral map from the past that

한편 발굴조사 결과 기초까지 완전히 멸실되어 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구간도 70m 가량 확인되었다.

shows how that part of the wall had been, then the first step of restoration would be to restore the natural

이러한 구간은 원칙적으로 성벽의 원형을 고증할 단서가 없기 때문에 성곽 자체의 복원은 곤란하다. 다만 지

environment. If it is possible to find out and restore the original national environment, the method should be

적도 등 원래 그 자리에 성벽이 위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우선 원 지형의 회복을 과

devised to point out that the wall was on that position in origin. This too should not be hastily recreated as

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원래의 지형을 찾아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원래 그 자리에 성벽이 있었

in previous cases where vanished parts of the wall were filled in with a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painted

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처럼 성벽이 축조되었던 자리에

to resemble the surrounding wall remains. In the future as well there has to be prepared a new reasonable

페인트 등을 칠하여 성벽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

alternative to the current practices.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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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Ⅴ. Conclusion

이상 최근 실시된 남산 회현자락 발굴조사와 관련된 유적의 처리 방안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비

Above, I have expressed my opinions on how Seoul City Wall remains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록 발굴된 유적의 상태가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급적 현 상태로 보존하여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일반 시

should be excavated and conserved. While not in excellent condition, the excavated remains should be

민들로 하여금 한양도성 축조 당시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conserved with minimum alteration, and made available for all members of the public. Of course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는 현상 보존을 위한 갖가지 보강 조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technical challenges are inevitable, such as choosing the right treatments against further deterioration, but

현상 보존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입장이다.

in principle my primary point of concern is to make sure the wall is conserved exactly as it was at the time of

한편 본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견된 일제강점기 조선신

excavation.

궁의 배전터와 1960년대 조성된 분수대 등도 한양도성의 변천 역사의 일부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

Meanwhile, though not discussed above, two unexpected discoveries were made during the process, namely,

는 바람이다. 조선신궁은 일제 식민통치의 중요 수단으로 건립된 것으로 그 실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기 때

the stone foundation for a prayer hall within Shinto shrines in Joseon,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문에 각별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끄럽거나 슬픈 역사 유적/유물이라 할지라도 교육, 교훈 효과가 큰 경우

and the fountain that was later installed in the 1960s, both of which should be treated with especial care as

에는 보존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수대 역시 그리 오래된 역사

a part of the history of Seoul City Wall. Shinto shrines were built by Imperial Japan throughout the Korean

적 구조물은 아니지만 분수광장이 서울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적지 않기 때문에 한양도성의

peninsula as an important means of ruling over their colony. This was the first time the major shrine in Seoul

보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was excavated so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While a painful part of our history, if the shrine’s remains can

일대는 한양도성이 축조되어 사용되었던 시간부터 일제강점기에 훼손의 비운을 맞던 시기, 그리고 수도 서울

offer an important lesson, they should be conserved and thereby made available as an educational material

이 현대화 과정을 겪던 모든 시기를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untain should also be conserved and utiliz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문화유산은 그 보존과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사례들을

modernization process of Seoul, as long as it does not get in the way of conserving Seoul City Wall (although

만들어 최상의 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특성에 걸맞는 문화유산 활용의 전범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할 때만

it is not a historical structure with a long history). If so, three important events in the history of Seoul from

이 문화유산이 비로소 지속가능한 핵심 자원으로서 후대에 길이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남산 회현

different points in time will coexist within the Hoehyeon-dong site on Namsan Hill, that is, the construction of

자락 한양도성 유적이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모범 사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Seoul City Wall during the Joseon Dynasty, its destruction under foreign occup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Seoul into the metropolitan city it is today.
Only when there is proper awareness that cultural heritage must be conserved and utilized differently case by
cas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t of universal principles that is applied to all cases will there emerge an
exemplary case of cultural heritage utilized. And only then will we be able to pass down our cultural heritage
as a sustainable core resource for future generations. In the near future, I hope Seoul City Wall in Hoehyeondong on Namsan Hill will be regarded as an exemplary case i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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